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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가진단 작성 및 제출 안내

[자가진단 문진표]는 매일 등교 전 실시해야 합니다. 

등교 전 자가진단 문진표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등교 안내

전주대학교 앱(APP) 내 

‘자가진단’ 작성

발열체크 및 QR코드 촬영

(건물 출입구)
건물 출입

 증상이 없는 경우: ‘증상 없음’ 체크 → 등교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 있음’ 체크 → 관련 안내사항 정독 → 해당 증상 체크 → 이동 동선 입력 후 제출 
→ 등교/출근 금지 → 소속 부서(학과 등)에 보고 → 자체 자가 격리 → 2~3일째 증상 지속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에 전화하고 조치 이행 → 증상 없을 시 정상 등교

2

1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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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앱 실행                                  출입용 QR코드 클릭                  건물 입구 입실 QR코드 촬영

2. 발열체크 및 QR코드 촬영

 [건물 입실 시]

마스크 
착용 의무

1

 정상온도일 경우: 해당건물 입실

 발열증상(37.5℃이상)인 경우: 

비접촉체온계로 재측정 → 추가 체온 

측정결과 발열(37.5℃이상)이 있는 자는 

보건실(학생회관 201호, 220-2169)로 

이동하여 후속조치 

열화상감지 카메라 및 
체온계로 발열체크

체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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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퇴실 시]

※ 건물 퇴실 시에도 퇴실 QR코드 촬영 후 퇴실

Q. 수업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않아도 자가진단 문진표를 작성해야 되나요?

A.  네, 매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 ‘증상 없음’으로 체크 바라며,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Q. 핸드폰을 깜박하고 놓고 왔어요. 건물 입실 안되나요?

A.  핸드폰을 놓고 왔거나, 배터리 부족으로 전원이 나간 경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신 후 입실 하시면 

됩니다. 

Q. 자가진단 문진표와 QR코드 촬영은 학생들만 하는 건가요?

A.  전주대 관계자(학생, 교수, 직원 등)는 모두 등교/출근 시 자가진단 문진표 작성과 QR코드 촬영 후 

건물 내 입실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인은 출입자 명단 작성 후 입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FAQ

1

2

전주대학교 앱 실행                                퇴실용 QR코드 클릭                     건물 입구 퇴실 QR코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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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대학교 교육지표

건학이념 “기독교 정신의 구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영성·인성·지성의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학문과  

교육의 실용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실용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교  시
진리

Truth(Veritas)

평화
Peace(Pax)

자유
Liberty(Libertas)

인 재 상

교육목적

교육목적

실천하는

봉사인
학습하는

교양인
도전하는

전문인

기독교적 인성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섬김의 리더십을

배양한다.

기초역량 강화교육을

통하여 논리적인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

다학제간 융합교육을

통하여 자기개발 능력과

창의적 전문성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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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주대학교 상징

3. 전주대학교 슬로건

교화
국화 (Chrysanthemum)

교목
잣나무 (Nut Pine) 

마스코트
백마 (White Horse)  

슬로건
(국문) 수퍼스타를 키우는 곳

슬로건
(영문) The Place for Superstars

슬로건 푯대를 향하여(Toward the Gaol)

제정취지

코로나19와 학령인구 절감 등 침체된 사회 환경 
가운데, 대학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하여 이겨내고자 
하는 노력 및 이제까지 많은 변화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성취해온 많은 것들을 하나로 합쳐 최고의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

성경구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립보서 3:14)

대표 슬로건

2021년도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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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주대학교 비전

5. 전주대학교 교육목표

교육가치창출
1위

전주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지향적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신입생 충원을 100%, 
재학생 충원을 100%, 졸업생 취업률 1위를 달성하여 최고의 교육가치를 창출한다.

기독교
명문사학

전주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위하여 학생들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에 합당한 적성과 은사를 계발·배양해줌으로써 가정, 사회,  국가 및 세계의 공동체적 
평화를 구현하는 신실한 명문사학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교육가치창출 1위, 기독교명문사학

전주대학교 비전 2025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실용인재 양성

실천하는 봉사인

기독교적 인성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섬김의 리더십을 배양한다.

학습하는 교양인

기초역량 강화교육을 통하여
논리적인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

도전하는 전문인

다학제간 융합교육을 통하여
자기개발 능력과

창의적 전문성을 배양한다.

영성인성

Spiritual
Christianity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내면화하여
섬김과 봉사의 삶을

실천하는 능력

•좋은 품성
•섬김의 실천
•사회적 소명의식

의사소통

Universal
Communication 

현상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논리적 사고
•의사결정 및 표현
•글로벌 시티즌십

자기개발

Proactive
Challenge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및 훈련하고 적응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는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직무능력
•경력개발

창의융합

Exploratory
Creativity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롭고 가치있는

아이디어를 생산 및
구현하는 능력

•ICT 리터러시
•창의적 문제해결
•기업가정신

+형협력

Relational
Collaboration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수직•수평적

협력으로 성과를
도출하는 능력

•조망수용
•리더십
•팔로워십

교육
목적

인재상

교육
목표

중점
교육

핵심
역량

기독교적 인성교육 기초역량 강화교육 다학제간 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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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UPER 핵심역량

핵심역량이란?

핵심역량(Key Competency)이란 인간이 공동체 속에서 적절하게 기능하면서 개인의 성공적 삶과 사회 발전에 

요구되는 보편적이지만 꼭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말한다.

SUPER 핵심역량

우리대학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실용인재라는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해 영성인성(S), 의사소통(U), 

자기개발(P), 창의융합(E), +형협력(R)을 SUPER 핵심역량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내면화하여 섬김과 봉사의 삶을 실천하는 능력 영성인성(S)

현상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의사소통(U)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및 훈련하고 적응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는 능력 자기개발(P)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롭고 가치있는 아이디어를 생산 및 구현하는 능력 창의융합(E)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수직·수평적 협력으로 성과를 도출하는 능력 +형협력(R)

SUPER
핵심역량

S

UR

E P

영성인성
Spiritual

Christianity

의사소통
Universal

Communication 

자기개발
Proactive
Challenge

창의융합
Exploratory
Creativity

+형협력
Relational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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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가지 세부역량

  영성인성(S)

•좋은 품성

•섬김의 실천

•사회적 소명의식

타고난 소양을 바탕으로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섬김과 봉사의 기독교적 가치와 세계관을 실천하는 능력

사회적 필요와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는 능력

  의사소통(U)

•논리적 사고

•글로벌 시티즌십

•의사결정 및 표현

주어진 문제를 구체화하며 전후관계와 인간관계를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

인류와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책임의식 및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

여러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자기개발(P)

•직무능력

•경력개발

•자기주도적학습

현장실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포함하는 전공능력

직업적 전문가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형성하고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전략을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하며 결과를 스스로 평하가는 능력

  창의융합(E)

•ICT리터러시

•기업가 정신

•창의적 문제해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탐색•수집•분석•관리•활용하는 능력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를 창조적이고 조직적인 도전활동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하는 능력

새롭게 접하는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로 만들어 해결하는 능력

  +형협력(R)

•조망수용

•리더십

•팔로워십

다른 사람의 느낌•사고•행동을 이해하며 서로 다른 관점을 인지하고 구별하는 능력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여 일을 추진하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능력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능력

SUPER 핵심역량 진단

●  우리대학 재학생의 역량의 수준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역량 개발 지원 및 핵심역량 기반 교양·비교과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실시되는 진단

●   onSTAR를 통해 개인별 핵심역량 진단 프로파일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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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ampus Map

각 단과대학 행정실 번호 안내

단과대학 전화번호 위치

인문대학 063-220-2201 진리관 107호

사회과학대학 063-220-2234 평화관 113호

경영대학 063-220-2261 자유관 103호

의과학대학 063-220-2353 천잠관 111호

공과대학 063-220-2639 공학1관 208호

문화융합대학 063-220-2376 예술관 209호

문화관광대학 063-220-2347 지역혁신관 402호

사범대학 063-220-2291 진리관 104호

국제교류원 063-220-2319 국제교육관 203호

미래융합대학 063-220-3220 자유관 202호

수퍼스타 칼리지(교양/융합)
교양: 063-220-3097
융합: 063-220-2821

교양: 스타센터 306호
융합: 본관 2층 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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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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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1학년도 학사일정

1

입학식 및 신(편)입생 
수강신청 및 오리엔테이션

-
2021. 2. 25.(목)

2
 

2021학년도 1학기 개강
-

2021. 3. 2.(화) 

3

2021학년도 1학기 종강
-

2021. 6. 21.(월)

※ 입학식 및 기타 학사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취소 및 변경 될 수 있음



16_  2021학년도 전주대학교 신입생 가이드북

 
1 학기

일   정 날   짜

개 강 3. 2.(화)

1학기 수강신청 정정 2. 26.(금)∼3. 8.(월)

1학기 수강취소 3. 9.(화)∼3. 15.(월)

개강 예배 3. 10.(수)

수업일수 1/3 4. 5.(월)

고난주간 예배 4. 7.(수)

보강주간 4. 27.(화)∼5. 3.(월)

수업일수 2/3 5. 17.(월)

1학기 특별학점 신청 5. 31.(월)∼6. 18.(금)

다전공 신청 5. 31.(월)∼6. 11.(금)

하계 계절수업 수강신청 6. 2.(수)∼6. 4.(금)

하계 계절수업 등록 6. 9.(수)∼6. 11.(금)

종강 예배 6. 9.(수)

1학기 강의평가 6. 8.(화)∼6. 30.(수)

기말고사 6. 15.(화)∼6. 21.(월)

2학기 전과 신청 6. 15.(화)∼7. 5.(월)

1학기 성적입력 6. 16.(수)∼6. 30.(수)

수업일수 3/3 6. 21.(월)

하계 계절수업 6. 22.(화)∼7. 12.(월)

1학기 성적확인 7. 1.(목)∼7. 7.(수)

1학기 성적등수 공개 7. 9.(금)

하계 계절수업 성적입력 7. 12.(월)∼7. 14.(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7. 12.(월)∼7. 22.(목)

2학기 재입학 신청 7. 12.(월)∼8. 9.(월)

하계 계절수업 성적확인 7. 15.(목)∼7. 16.(금)

2020학년도 후기 졸업사정 7. 19.(월)∼7. 29.(목)

2학기 수강바구니 7. 27.(화)∼7. 29.(목)

2학기 장애학생 수강신청 8. 3.(화)∼8. 4.(수)

2학기 수강신청 8. 10.(화)∼8. 12.(목)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일 8. 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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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기   ※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   정 날   짜

개강 8. 30.(월)

2학기 수강신청 정정 8. 27.(금)∼9. 3.(금)

2학기 수강취소 9. 6.(월)∼9. 10.(금)

수업일수 1/3 10. 2.(토)

추수감사절 예배 11. 10.(수)

보강주간 10. 25.(월)∼10. 29.(금)

수업일수 2/3 11. 13.(토)

2학기 특별학점 신청 11. 29.(월)∼12. 17.(금)

다전공 신청 11. 29.(월)∼12. 10.(금)

동계 계절수업 수강신청 12. 1.(수)∼12. 3.(금)

2학기 강의평가 12. 6.(월)∼12. 28.(화)

동계 계절수업 등록 12. 8.(수)∼12. 10.(금)

종강 예배 12. 8.(수)

기말고사 12. 13.(월)∼12. 18.(토)

2022학년도 1학기 전과 신청 12. 13.(월)∼12. 30.(목)

2학기 성적입력 12. 15.(수)∼12. 28.(화)

수업일수 3/3 12. 18.(토)

동계 계절수업 12. 20.(월)∼2022. 1. 10.(월)

2학기 성적확인 12. 29.(수)∼2022. 1. 4.(화)

2학기 성적등수 공개 2022. 1. 6.(목)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2022. 1. 10.(월)∼1. 21.(금)

2022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2022. 1. 10.(월)∼2. 8.(화)

동계 계절수업 성적 입력 2022. 1. 10.(월)∼1. 12.(수)

동계 계절수업 성적 확인 2022. 1. 13.(목)∼1. 14.(금)

2021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2022. 1. 17.(월)∼1. 28.(금)

2022학년도 1학기 수강바구니 2022. 1. 26.(수)∼1. 28.(금)

2022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 수강신청 2022. 2. 3.(목)∼2. 4.(금)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2022. 2. 9.(수)∼2. 11.(금)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일 2022. 2. 16.(수)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일 8. 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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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Schedul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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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Schedul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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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Schedul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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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Schedul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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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Schedul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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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Schedul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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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Schedul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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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Schedule  2021 



34_  2021학년도 전주대학교 신입생 가이드북



전주대학교 학사제도 안내  _35

Monthly Schedul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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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Schedul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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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Schedule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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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주대 포털시스템

  ★ inSTAR(학생 포털 서비스) 화면 구성

  inSTAR(학생 포털서비스)

  http://instar.jj.ac.kr

 주요 제공 서비스

⦿ 학사관리: 학적/수업/성적/휴·복학/사회봉사

⦿ 수강신청: 수강신청/수강바구니

⦿ 장학/등록: 장학금신청·조회

⦿ 대학생활: 통학버스/학생생활관/총학생회

⦿ 그 외 현장실습/캡스톤디자인/개인(팀)프로젝트/창업지원/Office365 등

 담당부서 정보통신지원실           TEL 063-220-2127           위치 스타센터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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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 스마트캠퍼스(전주대학교 포털 앱) 화면 구성

  JJ 스마트캠퍼스(전주대학교 포털 앱)

  JJ 스마트캠퍼스(학생 모바일 포털 앱)

      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서 
       ‘전주대’ 검색 후 ‘전주대학교 포털’ 앱 설치

        ※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설치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주요 제공 서비스

⦿ 모바일 inSTAR/onSTAR 학사서비스

   - 기존 inSTAR/onSTAR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 일부를 모바일 서비스에 맞게 특화하여 제공

   - 주요 기능으로 수강신청내역, 시간표, 성적조회, 수강신청, 등록장학내역, 역량개발, 통학버스, 학생생활관 등

⦿ 클럽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

   - 전주대학교 구성원 전용 클럽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교수 및 학생의 소속학과와 강의를 기반으로 구성)

⦿ 푸시 기반의 메시징 서비스

   - 클럽 구성원들끼리 자유롭게 메시지를 송·수신
   - 대학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보들을 앱을 통해 수신

⦿ 기타 다양한 모바일 편의기능 제공

   - 모바일학생증, 교내식단, 캠퍼스맵, 다운로드센터, 일정안내 등 다양한 모바일 편의기능 제공

안드로이드 아이폰/아이패드

① 좌측 사이드 메뉴

② 클럽 메뉴 이동

③ inSTAR 메뉴

④ 주요 퀵링크 메뉴

⑤ 학사 공지사항

2

3

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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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학생증

QR코드 기반의 모바일 학생증 기능을 통해 도서관 내 주요서비스(출입/도서대출/열람증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inSTAR/onSTAR 서비스

기존 inSTAR/onSTAR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 일부를 모바일 서비스에 맞게 특화하여 제공합니다.

- 주요 기능: 학사관리, 수강신청, 장학등록, 역량개발, 통학버스, 학생생활관, 교내식단 등

도서관 QR코드 인식기
도서관 리더 장비에 스마트폰 QR코드 인식 시 도서관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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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출결

 담당부서 학사지원실           TEL 063-220-2417          위치 스타센터 234호

⦿  우리 대학 출결관리시스템은 교수-학생 간 양방향 통신으로 PUSH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자동 출결 확인이 

가능하며,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출석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요기능: 출결체크 /  주차별 출석현황 조회 / 개인별 출석현황 조회 등

⦿  이용방법

  - ‘전주대학교 포털 앱(JJ 스마트캠퍼스)’ 설치 후‘다운로드 센터’ 메뉴 내 ‘전주대 출결관리’ 앱을 설치하여 이용
  - ‘ 전주대학교 포털 앱(JJ 스마트캠퍼스)’ 설치 후 좌측 사이드 메뉴 내 ‘다운로드 센터’ 메뉴 내 ‘출결관리시스템 안내’ 

메뉴를 통해 앱 설치

▶▶▶ Play 스토어에서 “전주대 출결관리 스마트출결” 검색 설치

-  교수님이 출석체크를 하면 화면(2)가 나타나며 일정시간 후 “출석이 확인되었습니다.” 화면이 나타나며 
화면 (2)는 자동으로 닫힙니다.

- 화면(3)이 나오면 반드시 “예”를 선택해 주세요

화면 (3)화면 (2)화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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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STAR(학생역량개발시스템)

 담당부서 비교과교육지원센터         TEL 063-220-2835~7        위치 대학본관 228호

재학생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진단, 비교과프로그램 신청관리, 핵심역량 인증, StarT 

프로그램 인증, 종합상담, 취업정보, 설문조사 기능이 있는 통합시스템입니다. 

● SUPER핵심역량 진단
●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

● StarT프로그램 신청 및 관리
● StarT점수 확인
● StarT인증

● 4년간의 활동을 증명해 줄

  비교과 활동증명서 발급
● 취업에 유리한 비교과 활동

  선택 가능

●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및 관리
● 비교과 역량점수 확인
● 비교과 인증

● 취업 및 진로 상담
● 상담예약 및 이력확인

설문조사 StarT 프로그램 관리

비교과 역량관리

비교과 활동증명서

종합상담

 주요 제공 서비스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관리

●  우리대학에서 시행되는 모든 비교과 프로 

그램을 확인하여 신청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onSTAR 접속 후 비교과프로그램 

탭 이용

 - 웹접속: http://onstar.jj.ac.kr

 - 모바일 접속:  JJ 스마트 캠퍼스 앱

       ※ inSTAR 로그인 ID, PW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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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캠퍼스

 담당부서 원격교육지원센터         TEL 063-220-2928, 3167       위치 학생회관 237호

사이버캠퍼스는 우리 대학의 학사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영되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시스템 

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또 하나의 온라인 강의실입니다. 수업 영상, 화상강의, 과제, 토론, 퀴즈, 

설문, 커뮤니티 등의 기능을 통해 수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교수-학생, 학생-학생 간의 자료와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용방법

  - PC 접속 URL: http://cyber.jj.ac.kr

  -  모바일 앱: 앱스토어(iOS) 또는 플레이스토어(Android)에서 ‘코스모스’ 검색 후 Ubion에서 배포한 ‘코스모스’ 앱 
설치

 ※ 로그인 정보는 inSTAR 로그인 아이디(학번), 비밀번호와 동일합니다.

 ※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사파리, 크롬 등)로 강의 시청 시 출석(진도율) 반영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모바일 앱(코스모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사이버캠퍼스 공지사항 또는 매뉴얼(http://cyber.jj.ac.kr/local/ubmanual)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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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등록

  등록금 납부 시기

1 학기는 2월 중 2학기는 8월 중(매 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 안내)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등록금고지서 확인 및 출력

전주대 홈페이지
(www.jj.ac.kr)

인스타
(inSTAR)

장학 / 등록 등록관리
등록금
고지서

  등록금 납부 방법

구분 방              법

은행창구 납부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

인터넷뱅킹 납부
등록금 수납은행(우리, 전북, 농협, 국민) 홈페이지 → 개인 인터넷뱅킹 → 세금/ 공과금 
→ 대학 등록금 → 대학등록금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고지서에 있는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를 확인 후 인터넷뱅
킹, 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부(은행 영업일 평일 09:00~16:00)

신용카드 납부
  ●  우리은행카드: 우리은행 창구, 우리카드 홈페이지(6개월 무이자 할부)
  ●  전북은행카드: 전북은행 창구에서 납부(2개월 무이자 할부)

납부 확인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 인스타(inSTAR) → 장학/등록 → 등록관리 → 등록금고지서 → 
등록금납부 확인서 발급

  등록금 분할 납부제
⦿ 대상: 학부 1~4학년 재학생

⦿ 분할회수: 최대 4회 (2회 ~ 4회)

⦿  신청방법: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 인스타(inSTAR) → 등록관리 → 분납신청서를 작성 → 재무지원실로 제출

⦿ 유의사항

 -  분할납부 신청자는 1회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에 일시납부(전액) 
하여야 한다.

 -  분할납부 신청자가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휴학을 할 수 있고, 분할납부 차수 
변경은 불가능하다.

 담당부서 재무지원실         TEL 063-220-2152~4/220-3110         위치 본관 3층 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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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수강신청

  수강신청 안내

구분 1학기 수강신청 2학기 수강신청

기간

장 애 학 생 2021. 1. 27.(수)∼1. 29.(금)

7~8월 중 재 학 생 2021. 2. 3.(수)∼2. 5.(금)

신/편입생 2021. 2. 25.(목) 11:00∼17:00

방법
재 학 생

홈페이지 접속(http://jj.ac.kr) → 인스타(inSTAR) → 학부생(ID는 학번, 암호는 

본인 설정 값) → 수강신청

신/편입생 2021. 2. 25.(목) 소속 학과에서 별도 안내

수강신청 정정기간
(폐강과목 수강신청자 포함)

2021. 2. 26.(금) 11:00∼3. 8.(월) 18:00

주의사항

●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 학점을 꼭 확인한 후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해당 학년 학기의 교과과정에 있는 교과목을 가급적 모두 
수강신청 하는 것이 졸업이수 학점 산정에 유리합니다.

  수강바구니 제도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관심 있는 과목들을 “수강바구니”에 담아 놓아 본 수강신청 시 보다 빠르게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제도

⦿ 사용방법: 학생포털웹서비스(inSTAR) → 수강신청 → 수강바구니 → 과목 리스트 옆에 “담기” 클릭

⦿  유의사항

 -  수강바구니에 담겨진 과목이 본 수강신청 시 수강신청 제한인원이 초과되거나, 교양과목 총 이수학점 제한 등에 
해당 될 경우 수강바구니에 담겨있다 하여도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음(수강바구니에  담겨진 과목이라 할지라도 
수강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담당부서 학사지원실         TEL 063-220-2134         위치 스타센터 234호

 수강신청 편람 전주대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안내 → 학사자료실(수강편람)
        * 수강신청 전 수강편람을 참고하여 수강신청 기간 및 학점 신청에 대해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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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학점

구분 수강신청 학점
국제학생

(TOPIK 3급 이상 미취득) 

1학년 1학기 18학점 이내 18학점 이내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1.5 미만(학사경고자) 15학점 이내 15학점 이내

1.5 이상 - 3.0 미만 18학점 이내 15학점 이내

3.0 이상 19학점 이내 16학점 이내

원격강좌
(RUCK 포함)

정규 학기 6학점(야간교육과정생 9학점) 이내

계절 수업 3학점(야간교육과정생 6학점) 이내

전체 학기 합계 총 26학점 이내

⦿ 단, 채플, 군사학, 진로지도세미나, 사회봉사, 선수과목 학점은 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 가능

⦿  기준 학점 적용 예외사항 

 - 미래융합대학: 원격강좌(RUCK 포함)를 총 48학점 이내 수강 가능 

 - 간호학과: 최대 21학점까지 수강 가능(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 시) 

 - 건축학과: 건축학과 별도 기준 적용

 - 학사경고자가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학습법 컨설팅 교육을 이수하고, 지도교수 상담 시 18학점까지 수강 가능

  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주간) 수업시간표(야간)

 1교시

 2교시

09:00 - 09:30

09:30 - 10:00

 1교시

 2교시

18:00 - 18:30

18:30 - 19:00

 3교시

 4교시

10:00 - 10:30

10:30 - 1 1:00

 3교시

 4교시

19:00 - 19:30

19:30 - 20:00

 5교시

 6교시

1 1:00 - 1 1:30

1 1:30 - 12:00

 5교시

 6교시

20:00 - 20:30

20:30 - 21:00

  7교시

 8교시

12:00 - 12:30

12:30 - 13:00

 7교시

 8교시

21:00 - 21:30

21:30 - 22:00

  9교시

10교시

13:00 - 13:30

13:30 - 14:00

 9교시

10교시

22:00 - 22:30

22:30 - 23:00

 11교시

12교시

14:00 - 14:30

14:30 - 15:00

13교시

14교시

15:00 - 15:30

15:30 - 16:00

15교시

16교시

16:00 - 16:30

16:30 - 17:00

17교시

18교시

17:00 - 17:30

17:3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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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취소 [3. 9.(화)∼3. 15.(월) 18:00]

    학생들에게 당해 학기의 수강과목에 대하여 수강 취소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신청기간: 개강일로부터 4주 이내에 6학점 이내로 수강취소 처리

⦿ 신청절차: 인스타(inSTAR) → 학사관리 → 수강신청내역/수강취소 → 해당 교과목 수강취소

⦿ 성적처리: 수강 취소된 교과목은 학적부상에 등재되지 않으며 해당 학기 평점평균에 포함되지 않음

⦿  수강취소 된 학점은 당해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어 수강취소된 학점으로 기타 과목에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 

  재수강

   교과목의 재수강은 동일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성적 향상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주기 위함

구 분 내용

신청 개요

●  수강신청 기간(정정기간 포함) 동일과목 또는 대체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수강신청 함으로써 
재수강은 신청됨(지정되지 않은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음)

●   과목별 C+ 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대해 2회 이내에서 재수강할 수 있으며, 성적은 
최고 A학점(94점)까지로 함.

●   장학금 등의 수혜: 해당 학기에 수강 신청한 전 과목의 취득 성적에 의하여 선정한다.

이수
신청범위

●   모든 교과목의 재수강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강신청 절차에 의거 재수강을 허용하며 신청 
과목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재수강 과목
성적 반영

●   최초의 취득 성적과 재수강한 성적 중 높은 과목으로 적용

ex) 초급영어가 3학점일 때 이수한 과목을 현재 초급영어 1학점으로 재수강 하는 경우, 현재 과목의 
성적이 높으면 과거 3학점은 졸업학점에서 빠지며, 1학점 취득한 것이 졸업학점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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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교육과정 안내

  이수 기준

구분 내용

졸업기준 준수
●  학생은 입학연도 또는 졸업연도 기준으로 소속 학과(전공)에 편성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졸업을 할 수 있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

2016학번 부터 130학점 이상 취득

2015학번 이전 및 간호학과 140학점 이상 취득

건축학과(5년제) 163학점 이상 취득

미래융합대학 120학점 이상 취득

※  2004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주 전공 학과(전공)의 심화과정을 이수하거나 1개 이상의 복수(부)전공, 연계전공, 교직이수 
등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021학번 교과목 이수 기준표

구분 내 용

교양

품성

채  플 2 ●  총 4회 이상 이수(회당 0.5학점)

기 독 교 3 ●  기독교윤리와적성, 기독교와문화, 크리스천Basic 중 1과목 이수

인 성 3 ●  ‘인간과 공동체’1과목 이수

사 회 봉 사 1 ●  재학기간 중 1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진 로 지 도
세 미 나

4
●  JJ신입생세미나, 진로탐색세미나, 진로설계세미나(1,2), 진로개발 
세미나(1,2) 중 4회 이상 이수

기초

의 사 소 통 3
●   「비판적사고와읽기」, 「논리적사고와글쓰기」, 「공감적사고와스피치」, 
「창의적사고와소통」 중 1과목 필수 이수

외 국 어 6

●  교양필수로 개설되어 있는 외국어를 재학기간 동안 6학점 이상 이수

  -  영어: 「기본영어회화(1,2)」, 「생활영어회화(1,2)」, 「실용영어회화(1,2)」

  - 중국어: 「기본중국어회화(1,2)」, 「실용중국어회화(1,2)」

  - 일본어: 「기본일본어회화(1,2)」, 「실용일본어회화(1,2)」
     위 과목 중 2과목 필수 이수

●   영어는 본인 Level에  따라 수강과목이 제한되며, 수강 가능 과목은 수강 
신청 화면에서 확인 가능

 담당부서 학사지원실         TEL 063-220-2134         위치 스타센터 234호 

 교육과정 편람 전주대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안내 →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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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 용

교양

기초

외 국 어 6

●  한국어 읽기 및 쓰기 과목은 외국인 전용 강좌임(한국인 학생은 수강 불가)

구 분 과 목 비 고

2015학번 
이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 

한국어 읽기, 한국어 쓰기

한국어 읽기, 
쓰기 과목의 취득 

학점도 인정

2016학번 
이후

한국어 읽기, 
한국어 쓰기

기타 외국어 과목은 
졸업 이수 기준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 국제학생은 국제학생 교과이수 기준표 참고

소프트웨어 3
●  「컴퓨터적 사고」, 「소프트웨어적 사고」과목 중 1과목 필수 이수
●  ABEEK 운영학과 학생은 정보화 영역 과목 이수면제 기준 참조

핵심

인 간 과  삶

6

●  본인 소속 대학 영역이 아닌 2개 영역 필수 이수(총 2과목 이수)

  - 대학별 영역

영역 인간과 삶 경제와 사회 과학과 생명 문화와 예술

대학
인문대, 
사범대

경영대, 
사회과학대

공과대, 
의과학대

문화융합대, 
문화관광대

예)  내 소속 대학이 「인간과 삶」영역이면 나는 「인간과 삶」영역이 아닌 나머지 
영역에서 2개 영역 선택하여 각 1과목 이수

사회와 경제

과학과 생명

문화와 예술

자유 0~19

교양 수강신청 학점

●  교양과목 취득한 학점은 50학점까지만 인정(계절학기 포함)
●   교양필수 학점(품성교양·기초교양·핵심교양)을 선 취득 후, 교양선택(자유 
교양 교과목) 학점 취득 권장

전공

최소 전공 인정학점 36~
129

●   전공기초 + 전공필수 + 전공선택(심화학점 제외)

산업체현장실습 3

●   문화관광대학 관광경영학과/패션산업학과/한식조리학과 재학생(국제 학생 
제외)은 3학점 이상 이수, 타 대학 학생이 문화관광대학 학과로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 이수 면제

졸업학점

130

●   일반학과

◦ 각 영역별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기간 동안 취득 학점이 130학점 이상

◦ 졸업(학사)자격
- 심화전공(단일전공): 주전공의 학점이수(기초+전필+전선+심화)
-  복수전공: 주전공 학점(기초+최소전공학점) 및 복수전공 학과의 기초+ 

최소 전공 학점 이수
-  부전공: 주전공 학점(기초+최소전공학점) 및 부전공 학과의 전공학점 

21학점 이상 이수(전필, 전선의 구분 없이 21학점이며, 기초 학점은 포함 
하지 않음)

- 학과별·영역별 기준 학점은 교육과정 이수 기준표 참조

140 ●   간호학과

163 ●   건축학과

120 ●   미래융합대학

※ 국제학생은 2021학년도 학기별 수강편람의 『국제학생 교과목 이수 기준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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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번 교육과정 이수기준표

대학 학 과 채플
교양
필수

전 공
졸업학점

기초 전필 전선 심화 계

인문
대학

경배와찬양학과

2 25 6

18 18 24 66

130
(간호학과 140, 
건축학과 163)

역사문화콘텐츠학과 21 15 24 66

영미언어문화학과 18 18 24 66

일본언어문화학과 18 18 24 66

중국어중국학과 18 18 24 66

한국어문학과 6 30 24 66

사회
과학
대학

경찰학과 6 36 30 78

문헌정보학과 30 12 24 72

법학과 0 42 39 87

사회복지학과 39 12 18 75

상담심리학과 24 18 18 66

행정학과 0 42 24 72

경영
대학

경영학과 18 18 24 66

IT금융학과 6 36 24 72

금융보험학과 - 36 24 66

물류무역학과 18 18 24 66

부동산국토정보학과 12 30 24 72

회계세무학과 21 15 24 66

의과학
대학

간호학과 18 85 0 109

물리치료학과 30 51 0 87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6 36 24 72

방사선학과 30 51 0 87

보건관리학과 0 81 0 87

운동처방학과 30 6 24 66

작업치료학과 33 48 0 87

재활학과 18 18 27 69

환경생명과학과 15 21 24 66

공과
대학

건축공학과 ◈ 15 21 24 66

건축학과(5년제) 104 22 0 132

기계시스템공학과 ◈ 18 24 18 66

기계자동차공학과 18 24 18 66

산업공학과 18 24 18 66

소방안전공학과 18 24 18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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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 과 채플

교양
필수

전 공
졸업학점

기초 전필 전선 심화 계

공과
대학

전기전자공학과 ◈

" "

"

18 24 18 66

"

정보통신공학과 21 24 24 75

컴퓨터공학과 ◈ 18 24 18 66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18 18 24 66

토목환경공학과 ◈ 18 24 18 66

문화
융합
대학

게임콘텐츠학과 5 31 24 66

경기지도학과
(축구/태권도)

12 24 18 60

공연방송연기학과 6 30 34 76

산업디자인학과 18 18 24 66

생활체육학과 12 24 18 60

스마트미디어학과 4 33 24 67

시각디자인학과 9 27 24 66

영화방송학과 6 30 18 60

예술심리치료학과 32 27 21 86

음악학과
(관현악/피아노)

52 16 12 86

인공지능학과 9 78 0 93

문화
관광
대학

관광경영학과

외식산업학과
21 21 30 78

패션산업학과 15 27 30 78

한식조리학과 18 24 30 78

호텔경영학과 30 12 30 78

사범
대학

국어교육과 30 27

교직
과목
24

87

가정교육과

영어교육과

한문교육과

36 21 87

과학교육과 36 21 87

수학교육과 36 21 87

중등특수교육과 24 21
교직 22
표시 38

111

미래
융합
대학

농생명ICT학과

문화융합콘텐츠학과

미래기술융합공학과

창업경영금융학과

1 23 12 24 18 6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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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성적

  학업 성적 평가

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로 한다. 다만, 총장이 교과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인정할 경우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교과목 구분 상대평가비율

일반교과
교양 A ≤ 30%, A+B ≤ 70%

전공 A ≤ 30%, A+B ≤ 65%

교직교과, 20명 미만, 실험실습실기 교과 A ≤ 40%

수준별 학습교양강좌(고급) A ≤ 50%

교직교과 5명 미만, 개인 레슨형 전공실기, 
개인(팀)프로젝트, Capstone Design유형 교과

절대평가

※ RUCK(지역대학연합대학) 원격과목은 수강 대학의 성적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교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성적을 낙제(F)로 처리한다. 

  평가등급과 평점

백분위 점수 등 급 평 점 백분위 점수 등 급 평 점

95 - 100 A+ 4.5 70 - 74 C 2.0

90 - 94 A 4.0 65 - 69 D+ 1.5

85 - 89 B+ 3.5 60 - 64 D 1.0

80 - 84 B 3.0 0 - 59 F 0.0

75 - 79 C+ 2.5

※  평점 평균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교과목의 경우 성적 표기는 취득을 P, 미취득을 NP로 함

  성적 산출방법
⦿ 백분위 평균점수 산출방법: ∑(과목별 취득점수 ×  학점) ÷ 총 신청학점

⦿ 평점평균 산출방법: ∑(과목별 취득평점 × 학점) ÷ 총 신청학점

  석차 산출방법
⦿ 학기석차:  학부별, 학과별 동일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학기에 이수한 교과목의 평점평균 점수에 의해 산출

⦿ 전체석차:  학부별, 학과별 동일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절수업 성적을 포함한 전체 이수교과에 대한 성적의 평균 

점수에 의하여 산출함. (단, 학부 소속 4학년 학생일 경우 전공별로 전체 등수를 산정함)

 담당부서 학사지원실             TEL 063-220-2134             위치 스타센터 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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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이의신청
⦿  학생평가규정 제6조(성적부여절차)에 의거하여 성적 공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학생포털 

웹서비스(inSTAR)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담당교수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즉시 성적산출 근거자료를 

충분히 재검토하고, 분명한 성적 정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생의 성적확인기간내에 성적을 정정 하여야 한다.

  학사 경고

 1. 매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5미만인 자는 학사경고 처분한다.

2.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이수학점을 15학점 이내로 제한된다.

3. 재학기간 중 연속하여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

4. 재입학 학생에 대한 학사경고 제적은 재입학 이후의 성적부터 적용한다.

    ※  3, 4의 경우 2016학년도부터 적용(ex. 2021-1, 2021-2, 2022-1학기를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2022학년도 

2학기에 학사경고 제적 됨)

  출석 인정(공결)

다음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함(학칙 시행세칙 제16조)

출석인정 내용 출석인정 기간 신청 시기 신청증빙 서류

본인 입원(상해 또는 질병) 입원 기간

출석인정 사유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입원확인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사망한 경우

●  공휴일포함 5일 이내: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  형제자매: 공휴일포함 3일 이내

사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생리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
우(매월 1회, 시험기간 제외)

매월 1회(시험기간 제외) 없음

교육과정 
운영

현장견학,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 참가 해당일

결석일 이전

학과 공문(참가 명단 포함)

국고사업 공식행사 " 사업단 공문(참가 명단 포함)

학교대표 대회참가
(운동선수, 학교대표)

대회 참가 해당일 학교대표(총장 결재 필요)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 의무이행 해당일
예비군 훈련, 

군 입대 시험 확인증

학생 본인 결혼 5일 혼인 신고서(또는 초본)

●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
● 취업한 경우(채용연계형 인턴 포함)

취업일 이후 해당 학기
개강(취업)후 

2주 이내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 전체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의 1/3이내 가능함

 주요 제공 서비스

해당 신청
유형별

증빙자료
준비

학생포털
웹서비스
(inSTAR)
로그인

학사
관리

출석
인정
신청

출석인정
요청서 & 
증빙자료  

출석인정
신청서
작성 후
인쇄

학과
사무실
제출



56_  2021학년도 전주대학교 신입생 가이드북

 

① 신규 - 신규를 눌러 입력창 활성화

② 신청구분 – 해당 신청 유형 선택

③ 출석인정 구분사유 –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유 선택

④ 결석일시 – 결석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선택

⑤ 신청상세사유 – 해당 사유를 상세히 기재

⑥ 저장 

⑦ 출력 – 출석인정요청서를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학과사무실로 제출

◍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과 현장견학, 학교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및 
홍보 대사로 학교행사를 지원하는 경우(교내축제, 교내체육대회, 수학여행, 
졸업여행, MT 등에 참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소집되거나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본인의 상해나 질병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입원만 가능)

○  가족(「민법」 제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사망한 경우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공휴일포함 5일이내, [형제자매] 공휴포함 3일이내

○  생리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매월 1회, 시험기간 제외)

○  학생 본인이 결혼하는경우(5일)

○  현장실습

○  현장견학

◍  교내국고

    사업행사

○  학교대표

    대회참가

○  홍보대사

    행사참여

① ⑥

⑦

② ③

④

⑤

출석인정신청

▨  [필독] 유의사항

가. 공결 신청 저장후 2주이내 “출석인정요청서”를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기타 증빙 서류와 함께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세요.

     (출석인정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인정신청은 취소 됩니다.)

나. 출석인정요청서와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세요.

다. 출석인정신청 입력정보 수정 필요시 소속학과 행정지원실에 문의

라. 원격강좌는 출석인정과 관계없이 수강하여야 함.

마.  생리로 인한 공결은 전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재신청이 불가하며, 공결 희망하는 날짜로부터 1주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함
ex) 1. 3월 22일 생리공결 신청 시, 4월 11일까지는 생리공결 재신청 불가

      2. 3월 22일 생리공결을 희망할 시, 3월 29일까지만 공결 신청 가능(1주일 지나면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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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수업

 목적

⦿ 방학기간 중 강의를 개설함으로써,

   - 학점 미 취득자에게 학점 취득 기회 부여
   - 성적 부진자의 성적 개선 기회 부여
   - 이수과목에 대한 선취득 기회 부여로 학문의 집중 연구와 이수영역 확대 및 자기 개발 기회를 제공

 수강자격 및 수강학점

⦿ 본교 재학생으로 당해 정규 학기에 등록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6학점 이내로 수강신청 가능

 교과목 개설

⦿  계절수업에 개설되는 교과목은 정규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 중에서 수강 대상자의 폭이 넓고 설강 

운영이 가능한 교양, 교직 및 방학 중 활동이 가능한 현장실습 과목으로 한다.

⦿ 교과목 폐강기준은 정규학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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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학점제

   수강신청 편람: 전주대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안내 → 학사자료실(수강편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강편람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담당 부서 안내

특별학점
(외국어 및 정보화 

교과목) 

●  신청기간 및 제출방법: 홈페이지 제출기간 공지, 학생포털웹서비스(inSTAR) → 학사관리 → 
특별학점인정 신청

   부서 학사지원실           TEL 063-220-2417           위치 스타센터 234호

특별학점
(K-MOOC)

●  K-MOOC강좌 이수 방법: http://www.kmooc.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과목 수강

   부서 학사지원실           TEL 063-220-2417           위치 스타센터 234호

군 복무 중 
학점취득 

●  전주대학교 학칙 제14조에 의거 의무복무중인 우리 대학 재적생들이 해당 학기 개설된 
원격강좌를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  군인공제회 C&C 군이러닝 담당 : ☏ 02-2139-0665

   부서 학사지원실           TEL 063-220-2134           위치 스타센터 234호

창업학점제

●  신청자격: 재학 중인 자로서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신청서 제출: 창업학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개시 전 창업학점제 이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함

   부서 창업지원단           TEL 063-220-2842           위치 본관 2층 218A호

15. 학점

  학점 인정 기준

⦿  학점은 한 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인정하며, 실험실습, 실기, 체육 기타 학칙이 정하는 특별한 

교과목은 한 학기에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국내외 학점교류시의 학점인정 

  -  국내외 타 대학과의 교육교류제도에 의하여 이수한 교과목은 본교에서 이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우리 대학 개설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은 해당 과목으로 인정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는 과목은 자유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18학점 이내에서 하나의 교과목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다음의 교과목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고 평점평균에는 삽입하지 않는다.

  - 사회봉사활동
  - 기타 따로 정하는 경우

 담당부서 학사지원실             TEL 063-220-2134             위치 스타센터 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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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학적 (휴학/복학/자퇴/제적/학적부변경)

 담당부서 학사지원실         TEL 063-220-2134         위치 스타센터 234호

 수강신청 편람 전주대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안내 → 학사자료실(수강편람)
        * 전과는 2학년 이상 가능하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강편람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휴학

구분 내용

휴학 사유
●   질병, 병역의무이행, 창업, 학생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계곤란 
임신·출산·육아,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 장애학생 등

휴학 신청기간
●   미등록자(등록금 미납부)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수업일수 1/3 선 이전까지

●   기등록자(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개강하고 7주 이내

신청방법

●    해당 휴학 유형별 증빙서류 준비(자세한 내용은 수강편람 참조) → 인스타 로그인 → 학사관리 
→ 휴학 및 자퇴신청서 작성 → 휴학신청서 출력 → 휴학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지원실로 제출

휴학의 제한 ●   신·편입학, 재입학한 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음(단, 군휴학은 가능)

-  휴학기간 경과 후 수업일수 1/3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 매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자가 제적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한 경우 학과장의 제청과 학장의 동의를 거쳐 
휴학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일반휴학자의 군 입대 휴학 전환: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가 군입대휴학을 하는 경우 입대 전에 군입대 
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복학

구분 내용

복학 시기

●   복학은 휴학 만료 학기 수업종료일로부터 복학 학기 개시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업 
일수 1/3 이내 까지 하여야 한다.

●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가 매 학기 수업 일수 1/3 이후에 전역할 경우라도 실제로 수업일수 2/3 
이상 수 강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신청 방법
●   인스타 로그인 → 학사관리 → 복학신청 → 복학신청 클릭
  (군 복학자의 경우 전역증 또는 전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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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퇴

⦿  지도교수의 면담 의견 작성과 소속 단과대학 CA실 선생님 상담을 받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지원실로 제출 

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학생포털
웹서비스
(inSTAR)
로그인

학사관리
휴학 및 

자퇴신청서 
작성

자퇴신청서
작성 후 
출력

지도교수
상담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제출

소속 
단과대학

CA실 상담

  제적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학생을 제적할 수 있다.  단, 3)호의 경우에는 학장의 요청에 의거 제적할 

수 있다.

  -  휴학기간 경과 후 수업일수 1/3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

  - 매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이 결정된 자

  -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학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사유가 인정된 자

  학적부 변경

⦿  학칙시행세칙 제31조(학적부 정정)에 의거하여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증명 

서류가 첨부된 학적부 정정신청서를 학사지원실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복학시기, 제적안내 등 학적관련 중요사항을 안내받기 위해서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을 해야 함

구분 내용

본인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인스타(inSTAR) → “개인정보 수정”에서 수정 가능함

본인의 성명(개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보호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필요서류: 주민등록초본, 학적부 정정신청서
  (학사지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요청 시 학생메일로 보내드림)

●  제출방법: 학생서비스센터 방문(스타센터 234호) 063-220-2135,6

     FAX 063-220-2646         E-mail tjddnjs420@jj.ac.kr 로 변경 가능

●  학적부 정정 처리는 2-3일 이내에 가능하며 처리된 후 문자메시지로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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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다전공 안내

   수강신청 편람: 전주대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안내 → 학사자료실(수강편람)

 ※ 다전공 이수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거나 수강편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신청 및 담당 부서 안내

복수전공 및
부전공

●  절차

전주대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안내 → 학사자료실(수강편람)  → 제목에 복수(부)전공 
신청서 검색 후 다운 받아 작성 →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학과 사무실 방문 후 신청서 제출하고 
상담 → 승인 받은 후 해당 학과의 기초 및 전공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이수하여야 한다.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  연계전공: 2개 이상의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구성한 전공을 말하며,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자기설계연계전공을 포함한다.

●  융합전공: 2개 이상의 학과의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구성한 전공을 말하며, 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산학공동융합전공을 포함한다.

●  하림-전주대 산학융합전공: 하림그룹-전주대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은 최종 
선발과 동시에 하림그룹 채용이 확정되는 과정으로서,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하립그룹 
채용 관련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학생포털웹서비스(inSTAR)』→ 하림프로그램 참여신청 → 인·적성 검사 → 신청완료

●  신청

  『학생포털웹서비스(inSTAR)』→ 『학사관리』클릭 → 『연계/융합전공 신청』클릭 →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확인 및 신청(희망전공 및 복수전공 선택) → 융합교육지원센터 승인 후 완료

   부서 융합교육지원센터         TEL 063-220-2821         위치 본관 2층 228호

교직과정 및
교직복수전공

●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성적정정기간 종료 후 교직지원부 안내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직복수전공
  -  교직이수 자격이 있는 학생(사범대학생 포함)이 타 교직이수 학과를 복수로 이수할 경우 

복수로 이수한 학과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

   부서 교직지원부             TEL 063-220-2340             위치 진리관 102호

*  교직과정 및 교직복수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교직지원부 문의 및 수강편람을 통해 이수 
과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학․석사
연계과정

●  4학기를 수료하고 신청일 현재 5학기 재학중인 자로서 65학점 이상 취득[2학년 수료기준], 
당해 학기까지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재입학생, 편입생, 건축학과 및 사범대학 재학생은 제외)

   부서 일반대학원            TEL 063-220-2187             위치 지역혁신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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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전주대 산학융합전공

꿈·적성 맞춤형 교육과정 적성 검사를 통해 발견된 적성에 맞춰
전공 수업과 현장실습 운영, 졸업 후 해당 부서 배치

학기중 매 학기 하림 장학금 일백만원 지급(일정학점 이상 취득 시)

방학 중
현장실습 3학점 부여 및 계절학기 등록금 지원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

졸업 시
하림산학융합전공 복수학위(또는 트랙이수) 부여
하림그룹 계열사 취업

기타
하림그룹 비저닝캠프 참여
하림장학증서 및 장학생카드 수여
하림그룹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비교과 프로그램, 연수 등)

모집방법    /

신청 및 선발 절차

하림그룹
(1배수)

선발 학생 특전

년 단위로 선발 학생 모집·운영

하림 beSTAR 1기: 2019년 4월 선발 ~ 2022년 3월 취업(진행중)

하림 beSTAR 2기: 2020년 4월 선발 ~ 2023년 3월 취업

하림 beSTAR 3기: 2021년 4월 선발 ~ 2024년 3월 취업

참여 신청 인․적성 검사 내부평가 및 추천(3월 말) 대상자 확정(4월 초)

전주대
(3배수)

직무별
추천학생 확정

(3배수)

선발면접
(자기소개서, 성적 등)

확인면접

개별 지원자 70%

30%직무트랙교수
추천

inSTAR
프로그램

*2학년 1학기
재학생

에듀스 아우란트
검사법 활용

적성 및 직무 확인

채   용

교과목 이수
직무별 이수과목 융합 기초과목

현장실습

하림그룹 계열사 직무 현장실습

추천인원 통보(3배수)

필요시
전과인적성검사 및

실무임원 면접

*직무별 적성적합자
1배수 최종선발

(4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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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JFM(신입생 멘토링) 프로그램

 담당부서 학생지원실             TEL 063-220-3200             위치 학생회관 226호

  Jeonju university Freshman Mentoring

신입생들이 모범적인 선배와의 교류를 통하여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유도하여 중도탈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학생협력 기반의 신입생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리더십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학생지원실단과대학
신입생
(멘티)

신입생 적응 지원

 학과별 멘토 모집

학과별 멘토 추천 

멘토링 활동

멘토 간담회

3월/9월

1차 활동

4월/10월

2차 활동

5월/11월

3차 활동

재학생
(멘토)

학업 분야

대학생활 분야

기타 분야

멘토링 분야

멘토 사전 교육

  JFM 멘토-멘티 참가

운영 일정 멘토(Mentor) 멘티(Mentee)

멘토링 참여 대상 3~4학년 재학생 1학기 신입생

선정 기준 학과별로 모범적인 재학생 추천→ 멘토 선발 신입생 전원 의무참여

멘토-멘티 매칭 동일학과 멘토-멘티로 이루어지며, 멘토와 멘티는 1:N(매칭) (참여 인원에 따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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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장학

 담당부서 학생지원실      위치 학생회관 226호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1599-2000 

 TEL 교내장학금 063-220-2167    국가장학금 063-220-2164    교외장학금 063-220-2982

  장학제도 체크

구분 설명

장학금 유형
● 등록금(학비감면 내)
● 생활비 및 학업장려비 등(학비감면 외)

장학금 종류

●  교내장학금
● 국가장학금
● 기타장학금
  ※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주대 홈페이지 → 대학생활 → 장학 / 학자금 대출

장학금 지급 방식
● 등록금 고지서 감면을 통한 지급

● 학생 계좌 지급 (inSTAR에 본인 계좌 등록 필수)

장학금 지급 제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업료 성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중복지원(이중수혜)이 불가능합니다.

● 초과학기(9학기) 등록자는 교내 장학금 등 수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계좌 
입력 방법

● [inSTAR] → [장학/등록] → [장학금 지급계좌관리] → [계좌 입력] - [저장]

● 기존계좌에 새로운 계좌를 입력 후 [저장]하시면 지급 계좌가 변경됩니다.

  장학-교내

  성적우수 장학금

구분 장학명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지급액 및 지급기간 신청 및 주관부서

신
입
생

신입생 
전체수석
장학금

●  신입생 전형에서 수퍼스타 1종에 해당하는 학생 중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 1명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 평균 
3.5 이상인 자

●  4년간 수업료 전액
  (입학금 제외)

●  매월 도서비 50만원
●  학기당 생활비 50만원

입학처 
및 학생취업처

자체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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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학명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지급액 및 지급기간 신청 및 주관부서

신
입
생

수퍼스타
장학금

1
종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중 국어, 수학, 영어 과목 
3개 영역등급의 합이 4등급 이내인 자 중에서 전형 
종합성적순으로 선발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  4년간 수업료 전액
  (입학금 제외)
●  매월 도서비 40만원
●  학기당 생활비 50만원

입학처 
및 학생취업처

자체선발

2
종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중 국어, 수학, 영어 과목 
3개 영역등급의 합이 5등급 이내인 자 중에서 전형 
종합성적순으로 선발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  2년간 수업료 전액
  (입학금 제외)
●  매월 도서비 20만원
●  학기당 생활비 50만원

3
종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중 국어, 수학, 영어 과목 
3개 영역등급의 합이 6등급 이내인 자 중에서 전형 
종합성적순으로 선발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  입학 학기 수업료 면제
  (입학금 제외)

단과대학
수석장학금

●   단과대학별 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백분위 성적이 
총점 1위 인자. 단, 수능 응시자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  1년간 수업료 면제
  (입학금 제외)

입학성적 우수
(정시) 장학금

●  수능(일반학생전형) 전형총점수순으로 선발 모집 
단위별 최대 5%이내에 대하여 선발.(단 합격 
인원이 50%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수업료 일부 감면

입학성적 우수 
(수시) 장학금

●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 실기/실적(일반학생 
전형) 전형총점 순/학과 당 1명 선발

●  수업료 일부 감면

해외연수 
장학금

●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성적 우수자 중 우선 
선발

●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정함

학생부
종합
전형

장학금

A
등급

●   해당 전형 합격생 중 입학사정관제 운영위원회 
에서 추천하는 학생 A등급

●  입학학기 수업료 전액
입학사정팀

추천B
등급

●  해당 전형 합격생 중 입학사정관제 운영위원회 
에서 추천하는 학생 B등급

●  수업료 일부 감면

경연
대회

장학금

전
체
대
상

●  본교에서 주최하는 전국 고교 미술·음악 경연대회 
에서 전체 대상을 수상한 학생이 입학하여 해당 
학과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  입학학기 입학금 감면
●  4년간 수업료 면제

단과대학 추천
(상장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분

야
별
1
등

●  본교에서 주최하는 전국 고교 미술·음악 경연 
대회에서 최우수(1등)를 수상한 학생이 입학하여 
해당학과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  입학학기 입학금 감면
●  1년간 수업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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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학명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지급액 및 지급기간 신청 및 주관부서

재
학
생

재학생 학부
(과)수석
장학금

●  평점평균이 높은 순으로 50명당 1명 선발하여 
지급
-  미등록 휴학자, 전액장학생의 장학금은 차 순위자 

에게 지급되지 아니함(장학금 및 자격 소멸)

●  수업료 65%

학생취업처
자체선발

(고지서 선 감면)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  평점평균이 높은 순으로 학부(과)인원을 10명으로 
나눈 후, 10명당 1명에게 지급

-  미등록 휴학자, 전액장학생의 장학금은 차 순위자 
에게 지급되지 아니함(장학금 및 자격 소멸)

●  수업료 30%

  우대 장학금

장학명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지급액 및 지급기간 신청 및 주관부서

창업인재전형장학금 ●  창업인재전형에 합격한 자 ●  별도로 정함 창업지원단 추천

특기자장학금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합격하고 해당부서에서 
추천받은 자
- 신입생: 추천학생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매월 생활비 지원
  (연도별 지급 기준액
    별도 책정)

매학기 등록기간 
이전 체육부 및 
문화융합대학 

추천

편입우대장학금
●  본교 편입학 전형에 합격하여 입학한 자

- 성적기준 없음(해당자 전원)
●  수업료 일부 감면

학생취업처재단우대장학금Ⅰ
●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산하 전주비전대학교 졸업자 
중 본교 학사 편입학한 자 

●  수업료 일부 감면

재단우대장학금Ⅱ ●  영생고 및 전주사대부고 졸업자 중 본교에 입학한 자 ●  수업료 일부 감면

고교우대장학금
●  본교 합격한 학생으로 출신 고등학교장이 추천한 자

- 신입생: 추천학생

●  1개교 1명 추천 시 
100만원 감면

  (1개교 2명 추천 시 
    1명당 50만원)

입학처 추천
(장학생 추천서 

및 제반서류 
생략)

추천장학금

●  본교 협력관계에 있는 고등학교 및 기관으로 부터 
추천받은 자
- 신입생: 추천학생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  수업료 50만원 감면

입학처 및 
학생 취업처 

추천 장학심의 
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고른기회입학전형
장학금

●  고른기회대상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특별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
- 신입생: 해당자 전원

●  수업료 일부 감면 입학처

특수환경지원
장학금

●  아동복지시설에서 재원한 사실이 있는 자,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가출·행방불명인 자, 한무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교도소 수감 중인 자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  4년간 수업료 60% 
감면

●  학업장려금 50만원

장학금 신청서
증빙서류 

(주민 등록등본, 
재원 확인서, 
교도소 수용 

(재소)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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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대상 및 군 관련 장학금

장학명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지급액 및 지급기간 제출서류 신청 및 주관부서

보훈
장학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25조2항 해당자)이 정하는 국가 유공자 및 
(손)자녀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자

   ※단, 국가유공자 본인은 성적 적용 없음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8개 학기)

※  단, 국가유공자 
본인은 졸업할 
때까지 전액지원 
(계절학기 및 
추가학기포함)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또는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발급)

학생취업처
군위탁
장학금

●  육군 제35보병사단에 근무하는 군인 및 군무원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 
평균 3.0점 이상인 자

●   4년간 수업료 
30% 감면

해당기관
추천

북한이탈
주민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 법률 
제24조 해당자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 
평균 2.0이상인 자

 ●   입학금과 4년간 
수업료 전액 
감면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직원복지장학금

장학명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지급액 및 지급기간 제출서류 신청 및 주관부서

교직원자녀
장학금

●   본교 재직자(전임교원과 전임직원, 법인 
사무국 직원) 자녀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 
평균 2.5이상인 자

●  입학금 및 4년간 
수업료 90% 
감면

재직증명서 
(원본)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학생취업처
(입학 후 
1회 신청)

학원봉직자
자녀장학금

●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의 봉직자 자녀(전주 
비전 대학, 전주영생고등학교,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의 교원 및 일반직)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 
평균 2.5이상인 자

●  4년간 수업료 
50만원 감면

순직자자녀
장학금

● 본교 재직 중 순직한 교직원의 자녀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 
평균 2.5이상인 자

●   4년간 수업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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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곤란장학금

장학명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지급액 및 지급기간 제출서류 신청 및 주관부서

이사장
장학금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3.5 
이상인 성적우수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소득분위 0~8분위)

●  수업료 전액
추천명부 및 

선발관련서류
단과대학

재해
장학금

●    각종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가정의 자녀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 

평균 2.5이상인 자

●  장학심의위원회 
에서 정함

수해사실확인
(증명)원 등 확인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학생취업처 
(재해시 공고 
기간에 해당 

학생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가족
장학금

●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2명 이상이 본교에 
재학 중인 자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 

평균 2.5이상인 자

●  2인 재학
–     1명의 학부생 수업 

료의 40% 지급
●  3인 이상 재학
–  1명 제외한 나머지  

학부생에게 수업료  
40% 지급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학생취업처
(매학기 inSTAR 
신청, 4월/10월)

장애인자녀
장학금

●  부모의 장애등급이 1, 2급인 학생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  4년간 수업료 50%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학생취업처
(입학 후 1회 

신청)

장애대학생
장학금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1급∼6급인 자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관계없이 평점 

평균 2.0이상인 자

●  장애 1급 수업료 
전액

●   장애 2급 150만원
●  장애 3급 100만원
●  장애 4∼6급 
50만원 4년간 지급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학생취업처
(입학 후 1회 

신청)

나눔
장학금

●  국가장학금 신청자로서 한국장학재단 소득 
분위 0~4분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 할 
수 있음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  장학심의위원회 
에서 정함(연도별 
지급액 별도 책정)

해당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

학생취업처

장학
사정관제
장학금

●  긴급 가계곤란 상황이 발생한 자(사업 부도, 
실직, 파산, 장기투병, 사망 등)로서 증빙 서류 
를 제출한 자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  장학심의위원회 
에서 정함

신청서, 상담일지
해당 증빙서류

학생취업처
(매학기 inSTAR 
신청, 4월/10월)

목회자
장학금

●  당국에 등록된 교회의 목회자(단, 국가 
장학금 신청자로서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8 분위에 해당하는 자)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  100만원
신청서, 

해당 증빙서류
선교봉사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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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지급액 및 지급기간 제출서류 신청 및 주관부서

목회자자녀
장학금

●  당국에 등록된 교회의 목회자(단, 국가 
장학금 신청자로서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8 분위에 해당하는 자)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   50만원
신청서, 

해당 증빙서류
선교봉사처

추천

  근로장학금

장학명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지급액 및 지급기간 신청 및 주관부서

보람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서 교내 행정부서에서 일정 
한 근로봉사(업무보조, 미화, 기타)에 참여한 자

시간당 8,590원 학생취업처

복음장학금
●  선교봉사처장의 추천으로 신앙심이 투철한 자에게 
근로성장학금 지급(채플 밴드 및 봉사활동)

매월 10만원 선교봉사처 추천

알리미장학금
●  홍보대사 및 웹 서포터즈 및 그 밖의 대학의 알리미 
활동을 제공한 자

별도 책정
대외협력홍보실 

추천

미디어장학금
●  학교방송국·신문사에서 국장, 기자로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한 자

별도 책정 신문방송국 추천

코칭장학금

●  외국인유학생 멘토링, 학업향상 멘토링, 튜터링, 모니 
터링 또는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자로 선발 되어 
활동한 자

별도 책정
국제교류원,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취업처 추천

섬김장학금

●  학생회 간부로 활동한 자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

직책별 차등지급 학생취업처

장애학생도우미 
장학금

●  장애학생 도우미로 활동한 자 시간당 8,590원 장애학생지원센터

  글로벌도전장학금

장학명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지급액 및 지급기간 신청 및 주관부서

해외어학연수장학금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공모에 선발된 자 

국가별 차등 지급

국제교류원

해외인턴쉽장학금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 공모에 선발된 자

해외유학장학금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모에 선발되어 자매대학에 
파견된 자

학부(과)특성화
장학금

전공 관련 해외연수 프로그램 공모에 선발된 자

복수학위장학금
해외대학 복수학위 프로그램 선발자로서 교류대학 
으로부터 수학허가를 받은 자

수업료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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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장학금

장학명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지급액 및 지급기간 신청 및 주관부서 비  고

고시장학금

●   국가공무원 5급 공채(행정, 기술) 및 외교관 
후보자선발, 공인회계사, 변리사 시험 합격한 자

●   1차 합격시 
300만원

●   최종 합격시 
500만원

학생취업처
(수시 지급)

합격사실 
확인서 제출

●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법무사 1차 시험 합격한 자

●   1차 합격시 
100만원

●   최종 합격시 
100만원

R.O.T.C.
장학금

●   학군단장이 추천한 R.O.T.C.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 

평균 2.5이상인 자

●   수업료 50만원 
감면

학군단 추천
(매학기 초)

수업료 
범위 내

다문화
장학금

●   다문화가정의 이주민(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   매학기 50만원
학생취업처
(입학 후

 1회 신청)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만학도
장학금

●   만 40세 이상인 재학생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이수 평점 

평균 3.0이상인 자

●   매학기 30만원
학생취업처
자체선발

수업료 
범위 내

자기개발 
장학금

●   동기부여성 장학금으로 취업능력 역량 증진을 
위한 자기개발학기제를 신청하는 자
- 직전학기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성적제한 없음

●   수업료 전액
학사지원실

 추천
수업료 
범위 내

현장취업체험
장학금

●   현장실습지원센터 또는 취업지원실을 통하여 
학기 중 시행되는 국내·외 현장실습제 또는 
하계·동계 방학 중 시행되는 국내·외 현장 
실습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 이수학기와 성적기준 제한 없음

●   별도로 정함
현장실습 

지원센터 및 
취업지원실

수업료 
범위 내

취업활동 
장학금

●   성과성 및 동기부여성 장학금으로 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동한 학생

●   일정액 취업지원실
수업료 
범위 외

창업마일리지
장학금

●   성과성 및 동기부여성 장학금으로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마일리지를 쌓은 
학생

●   일정액 창업지원단
수업료 
범위 외

사회봉사 
장학금

●   사회봉사센터에서 국내·외 봉사활동 프로 
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취득학점 12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   일정액 사회봉사센터
수업료 
범위 외

StarT장학금

●   장학포인트(SP) 취득자로 본인이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 1포인트 당 소정의 StarT 장학금 
을 지급

●   1포인트 당 
3,000원

취업지원실
수업료 
범위 외

Superstar 
인증제 장학금

●   교양, 비교과, StarT 역량 점수에 따른 단계별 
Superstar 인증제 장학금 지급

●   단계에 따라 
10만원/ 30만원 
/ 150만원

비교과교육 
지원센터

수업료 
범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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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교외

장학명 신청자격 및 성적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Ⅰ·Ⅱ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학사과정 정규학기 재학생 
및 신입생 중 학자금지원구간 8분위 이하 대학생 
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재학생(복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인 자 (계절학기 미포함). 단, 장애인 
성적제한 없음

  - 신·편입생(재입학생): 입학 첫 학기 성적기준 없음

●   유형Ⅰ 금액은 가계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에서 정한 금액을 
학기별로 지원

●   유형Ⅱ 금액은 우리 
대학 배정 예산에 
따라 학기별로 변동 

●   매학기 신청 
기간에 신청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로 대학에서 추천한 자

●   신청자격 및 계속장학생 성적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   등록금 전액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인문100년장학금 

●   신입생: 국내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의 
(전공탐색유형) 입학자 중 해당 대학 자체규정에 
의거 선발, 추천된 자, (전공확립유형) 3학년 재학생 
중 해당 대학 자체규정에 의거 선발 추천된 자

●   재학중우수자: 3~4학년 중 해당 대학 자체규정에 
의거 선발·추천된 자

●   신청자격 및 계속장학생 성적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   등록금 전액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   예술 및 체육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으로 선발 학기부터 최대 2년간 지원(정규학기 내 
최대 4개 학기) 

●   신청자격 및 계속장학생 성적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   등록금 전액

희망사다리 
장학금Ⅰ
(중소기업 
취업연계)

●   3학년 이상 재학생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 
인 자

●   선발 시, 재학 중 의무사항 및 졸업 후 의무종사 준수

●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희망사다리
장학금Ⅱ

(고졸 후학습자)

●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산업체 재직기간이 3년 이상 
이고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이며, 졸업 후 의무재직 
이행

●   등록금 전액

국가근로장학금

●   가계 곤란한 학부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이며, 학자금지원구간(8분위 이하)을 충족한 자

●   대학 내 자체선발기준에 맞추어 선발

●   한국장학재단 참고

대학생 청소년교육 
지원사업 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학생
●   대학 내 자체선발기준에 맞추어 선발

●   시간당 11,150원

아산사회복지 
재단장학금

●   성적우수장학생, 복지장학생 선발 ●   등록금 전액
아산복지재단 

www.asanfounda
tion.or.kr

KSD나눔재단
장학생

●   경영, 경제, 회계, 금융, 세무, 기타 금융인력 양성 학과 
에서 성적이 우수한자

●   200만원 KSD나눔재단

키움증권장학금 ●   금융보험전공 및 성적이 우수한자 ●   등록금 전액 키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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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 신청자격 및 성적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삼원장학금 ●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가계곤란자 ●   등록금 전액 삼원장학재단

외식산업 미래사랑 
장학금

●   외식·조리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2-3학년 학생
●   학과장 추천을 받아 자격요건에 맞는 학생 선발

●   300만원
한국외신삭업 
경영연구원

한국전력공사
장학금

●   전기공학 전공 4학년 재학생
●   직전학기까지의 평균 B학점 이상인 자

●   등록금 및 
학습보조금

한국전력공사

(재)지도자육성
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등록금 전액
한국지도자 
육성재단

(www.kosffl.or.kr)

정수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등록금 전액
정수 장학회

(www.chungo.or.kr)

전북애향장학금 ●   신입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가계 곤란자 ●   100만원   전북애향장학 재단

KT장학금
●   전기전자공, 전산계열학부 학생으로 성적이 우수 
한자 중 1,2학년 성적이 3.0이상이면서 가계 곤란자

●   변동 KT동부영업소

주심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계 곤란자 ●   300만원
주심장학재단

(www.jusim.or.kr)

교수직원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80만원 교수, 직원 추천

해군장학금 ●   해군지원자 ●   등록금 전액 해군본부

군장학금 ●   학사장교 지원자 ●   등록금 전액 육군본부

대학교회장학금 ●   대학교회출석하고 선교활동 봉사하는 자 ●   30만원 대학교회 추천

총동창회장학금 ●   총동창회에서 추천받은 자 ●   변동 총동창회 추천

재직동문장학금 ●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가계 곤란자 ●   변동 재직동문회 추천

산학협동재단 
장학금

●   재직 중 재학하고 있는 자 ●   300만원 산학협동재단 추천

롯데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변동
롯데장학재단

(www.lottefounda 
tion.or.k)

서울장학재단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변동
서울장학재단

(www.hissf.or.kr)

앨트웰민초 
장학재단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변동
앨트웰민초장학재단
(www.mincho.or.k)r

부안군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변동

부안군나누미근
농장학재단
(www.buan

  nanumi.kr/)

용운장학회
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변동
용운장학재단
(www.yong   

   woon.co.kr)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있는 의용소방대원 
자녀에 한해서 추천

●   변동 각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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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학자금 대출
정부의 학자금 지원제도로 한국장학재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 관련 안내입니다.

구 분 내 용

대출 신청기간

● 1학기: 1월 중순 ~ 4월 중순
● 2학기: 7월 중순 ~ 10월 중순
  * 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따라 변경

학자금 대출 상품
● 든든학자금대출: 졸업 후 소득 발생 시점부터 원금 및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거치기간, 상환기간을 설정하여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제도

대출신청 절차

●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회원가입 후 E-러닝교육 수강
● 학자금대출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제출(홈페이지 파일 업로드) 
● 학자금지원구간 확인 및 대출 심사 확인
● 심사결과 확인 후 대학 등록기간에 대출금 지급 신청(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대출 규모와 이자

● 등록금 대출규모
  1) 최대 대출규모: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
  2) 최소 대출규모: 등록금만 대출시 50만원

● 생활비 대출규모
  1) 학기당 50만원~150만원
  2)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3) 생활비우선대출 5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잔여금액은 대학 등록 후 실행 가능)

  장학-농어촌출신대학생

구 분 내 용

지원 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융자 신천기간 ● 1월, 7월(한국장학재단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대상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졸업하기, 장애우학생 기준 적용 제외)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학생(신입생 기준 적용 제외)
● 융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학자금지원구간 8분위 이내

신청방법 ● 든든/일반 학자금대출과 동일하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신청

융자금액과 이자

● 당해학기 대학이 고지한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
● 융자금리: 무이자
● 생활비 대출
  1) 든든/일반학자금 생활비 대출 이용가능
  2) 생활비우선대출 5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잔여금액은 대학 등록 후 실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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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통학버스

 담당부서 학생지원실             TEL 063-220-2819            위치 학생회관 2층 226호 

 통학버스 운영회사  (유)대한관광 063-224-0640

  신청방법

구분 신청 방법 로그인

재학생 inSTAR(https://instar.jj.ac.kr) → 대학생활 → 통학버스 → 통학버스 신청 학번

신·편입생 inSTAR(https://instar.jj.ac.kr/jjpp) →입시지원 → 통학버스→ 통학버스 신청 수험번호

  운영 정보

구분 내용

운행기간
●  1학기 / 2학기 운행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방학 중에는 운행하지 않음

운행노선 및 
요금

운행 지역 노선 왕복요금

전주시내 5개 방면
(송천동, 호성동, 조촌․혁신, 아중․인후동, 평화동)

120,000원

전주시외

군산 450,000원

정읍 370,000원

익산 310,000원

김제 280,000원

●  세부 노선 공지: 전주대학교(http://www.jj.ac.kr) - 대학생활 – 통학버스 / 교통

납부 안내

●  납부기간 중

『inSTAR』→ 대학생활 → 통학버스 → 통학버스 신청 후 고지서 출력 클릭 → 학생 개인별 
가상 계좌 확인 후 해당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우리은행 방문납부도 가능)

  모바일 통학증

전주대학교 포털 앱 → 인스타 → 통학버스 → 통학버스 통학증 → 버스 승차 시 기사님께 보여드리고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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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학생상해보험

 담당부서 학생지원실             TEL 063-220-2163            위치 학생회관 2층 226호

  진료비 지원

구분 내용

진료비 청구
가능 대상

●  전주대 재학생 중 교내·외 전주대 공식 행사 중 상해사고(수업, 학생 행사 등)에 대하여 
진료 받으신 범위 내 진료비 지원

절차
●  병원에서 진료 후 → 해당 제출 서류 준비 → 학생지원실로 서류 제출 → 보험사 → 
보험금 지급 심사 후 학생 계좌로 지급

관련 서식 ●  전주대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후생복지 → 학생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 경위서
●  지도교수 확인서
●  목격자 확인서
●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  학생 재학증명서
●  피해 학생 주민등록증 사본
●  피해 학생 통장사본
●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관련 공문(행사계획서 등)
●  기타(보험사에서 별도 추가 서류 청구를 원할 경우 해당 서류 준비)

   * 경우에 따라 약제비 영수증 및 약제비 납부 확인서 제출

유의 사항
●  사고 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비만 지급이 가능

●  보험약관에 의해 치료비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대학 학생들의 교내․외 공식행사 진행 시 불의의 사고(상해만 해당)에 대비하여 학교 경영자 배상 

책임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다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치료를 받아야 하며, 청구는 2년 안에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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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학사모니터제도

 담당부서 학생지원실             TEL 063-220-2163           위치 학생회관 2층 228호

  진료비 지원

구분 내용

학사모니터 역할
●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 학생의 입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소속 대학(학부)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정기회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

활동 기간 ●  2021학년도 1년간(3월~12월)

활동 내용

●  학사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계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종 
프로젝트 수행

●  매 학년도 3~4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 발표
  - 진행방법: 총장님과의 대담형식으로 진행
  -  회의안건:  대학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 수업관련 교과과정 및 시설 / 학생활동,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 학생들의 미담 또는 학교의 좋은 정책 / 기타 대학생활 
만족도 증진 사항

  - 주제: 자유 주제 또는 지정 주제
  - 진행방법: 자유토론 및 발표
  - 공지방법: 회의 개최 2주전 세부 일정 e-mail 및 문자메시지 이용 공지
●  비정기 회의 및 특별 행사 참가
●  지원사항: 요청 시 디지털 카메라 대여 / 해당 시 수업 공결 협조 / 회의록 e-mail 송부

지원 자격 ●  교육과정, 학사제도 등에 관심 있는 2학년 이상의 재학생

활동 인원 ●  1팀 당 4~5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총 4팀으로 운영 (약 20명 모집)

모집 기간 및 안내 ●  각 단과대학 및 전주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일반)에 게시

신청 방법

●  전주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일반)에서 학사모니터 지원서와 활동계획서 다운 받아 
작성 후

   방문 제출  학생회관 2층 학생지원실     

   E-mail 제출  chs5135@jj.ac.kr 

특전 ●  학사모니터 활동 장학금 학기당 40만원 지급(학기별 모든 일정 참여 시) / 위촉장 수여

우리대학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점을 파악 및 보완하여 학사

운영의 질을 높이고자 2004년부터 학사모니터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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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학생자치기구

 TEL 063-220-2436         위치 학생회관 4층 412호

 https://www.facebook.com/jjunivch/

 전주대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생자치기구 → 총학생회

총학생회는 전주대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자치기구이자 집행기구로서, 학원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을 통하여 모든 회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리 탐구와 대학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전주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조직되며, 총학생회 조직은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중앙동아리연합회와 자치기구인 도서관자치위원회, 백마응원단, JJ리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프로그램 및 행사

대동제 국토대장정 전체체육대회

       ⦿  E-Sports 대회 / 기념일이벤트 / 힐링 페스티벌

  학생회비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대학 생활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운영하는 비용

납부 구분 납부 방법

정기 납부 인스타(inSTAR) → 등록금 고지서 출력(등록금 고지서, 학생회비 고지서로 나눠져 있음) → 납부 

수기 납부
●  학생지원실 방문 납부

  학생지원실   063-220-2163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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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063-220-2839         위치 학생회관 4층 411호 

 전주대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생자치기구 → 중앙동아리연합회

전 동아리의 의사를 수렴하고 동아리안의 자율적이고, 창조적 활동으로 각 동아리에 부합되는 관심사와 

심도 깊은 탐구를 통해서 전주 문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동아리의 중심입니다.

중앙동아리연합회

  프로그램 및 행사

동아리 홍보박람회 중앙동아리연합회 축제 고진감래 챌린지

⦿ 중앙동아리 힐링 캠프 / 동아리와 관련된 이벤트 및 행사 등

  동아리 현황

  취미체육분과

동아리명 활동 내용 위치 

빌리어드 당구

학생회관 5층

505호

핀터치 볼링 507호

LBH 축구 508호

J.U.B.C 배드민턴 512호

산악부 등산 517호

전유회 유도 521호

TTS 다트 527호

늘봄 차(茶)를 통한 여가 학생회관 4층 416호

B..TENZ 축구

학생회관 3층

301호

필드골 농구 305호

봇짐들 여행 308호

Chain 자전거 라이딩 학생회관 2층 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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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분과

동아리명 활동 내용 위치 

익투스153 중국 유학생 선교

학생회관 5층

501호

SFC 기독교 – 복음 학습 506호

예수전도단 기독교 – 복음 전파 510호

YMC 기독교 – 복음 전파 516호

Bridge 기독교 – 복음 전파 520호

DFC 기독교 – 복음 전파 526호

JDM 기독교 – 복음 학습

학생회관 4층

403호

가톨릭 학생회 가톨릭 – 복음 전파 404호

IVF 기독교 – 복음 학습 420호

DSM 기독교 - 타문화권 선교 422호 

ESF 기독교 – 복음 전파 423호

CCC 기독교 – 복음 전파 424호

네비게이토 기독교 – 복음 학습 426호

CMI 기독교 – 복음 전파

학생회관 3층

303호

JOY 기독교 – 복음 전파 304호

예.사.모 기독교 – 복음 학습 311호

  학술분과

동아리명 활동 내용 위치 

유니피스 평화 관련 학술 및 전시 학생회관 5층 502호

I.S.T 마케팅 공모전 학술

학생회관 4층

405호

CONTI 마케팅 공모전 학술 407호

CEO 창업 408호

소울메이트 SQ 학습 428호

이얼싼 유학생 학술 429호

Cotton Club 만학도 멘토링

학생회관 3층

306호

고려수지침 수지침 학습 309호

But I Can 영어 학술 312호

  봉사분과

동아리명 활동 내용 위치 

지구대 환경 봉사 학생회관 5층 504호

RCY 대한적십자 봉사 학생회관 4층 430호

굿씨드 굿네이버스 봉사 학생회관 3층 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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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분과

동아리명 활동 내용 위치 

뷰티인사이드 뷰티 및 패션 취미 공유

학생회관 5층

503호

피나타 패션 515호

스크린 영화 감상 525호

볏단 연극 528호

호롱 사진 촬영 및 전시 529호

파스텔 미술
학생회관 3층

313호

전주대학교 홍보대사 홍보대사 활동 315호

UCDC 댄스

학생회관 지하

B104호

파랑새 밴드 공연 B106호

알함브라 기타 연주 B107호

오늘은 쉽니다 버스킹 B108호

쉼표 밴드 버스킹 B109호

은하수 기타 연주 B110호

Man In Black 힙합 댄스 B111호

노래방 버스킹 B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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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사회봉사활동

 담당부서 사회봉사센터             TEL 063-220-4697           위치 스타센터 239호

  사회봉사 교과목 안내

구분 내용

학점 취득

● 교양 필수 1학점(최대 3학점 이수 가능), 취득(P) / 미취득(NP)으로 구분
  ※ 단, 장애 학생, 외국인 유학생, 4학년 편입생, 계약학과 및 미래융합대학 학생은 선택 사항

●  자세한 사항은 수강편람 참조 및 사회봉사센터 홈페이지, 인스타(inSTAR) 공지사항에 
게시

수강 신청 ●  2~4학년

  해외 봉사 

구분 내용

대상

● 신청대상: 전주대학교 재학생

●  제한: 휴학생, 졸업생, 졸업 유예자, 수업연한 8학기(건축학과 10학기) 초과자, 직전 학기 
성적 2.5 미만인 자, 직전 학기 12학점 미만 이수자  

선발방법 ● 서류 및 면접 심사

모집 시기 및 인원 ● 모집 시기: 10월(동계) / 인원: 50명

동행이 필요한 누군가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마주 꼭 잡은 손의 체온을 맞춰가는 것.

그의 인생에 오래도록 귀 기울이며, 옆에서 잠시나마 같이 걸어 주는 것.

학문도 정치도 이념도 초월하는, 가장 순결하고 순수한 자세의 봉사입니다.

전주대학교 사회봉사센터는 이제 그런 봉사를 시작합니다.

다만 전주대학교는 교육기관이기에,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품성 함양과 인격 도야를 최우선시하여 도모합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학생들의 교육을 생각함과 같은 진중함으로,

저희를 이웃하는, 심지어 이웃하지 않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빛을 밝히는 어둠마저 되고자 합니다.

제일 낮고 넓은 곳에서,

오롯하게 순수한 형태로 저희 사회봉사센터와 함께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래요.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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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용

참가비 ● 1인당 500,000원(기타 활동비 대학 지원)

활동 내용 및 혜택
● 내용: 교육 봉사, 문화ㆍ예체능 봉사, 환경 개선 봉사 등

● 혜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활동비 지급, 문화체험 기회 제공

  전공 및 동아리 연계 봉사활동

구분 내용

대상 ● 전주대학교 재학생

선발방법 ● 서류 및 면접 심사

모집 시기 및 선발팀 ● 모집 시기: 3월(상반기), 9월(하반기) / 선발팀 수 및 팀별 인원수 제한 없음

활동비
● 활동 계획서 신청 금액을 참조하여 심사 결과에 따라 팀별 차등 지급
  (팀별 최대 1,500,000원까지 신청 가능, 예산은 100,000원 단위로 신청)

활동 내용 및 혜택
● 내용: 국내 봉사, 교육 봉사, 노력 봉사, 기타 봉사 등

● 혜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활동비 지급, 우수 팀 시상

  학생봉사단

구분 내용

대상 ● 전주대학교 재학생

선발방법 ● 서류 및 면접 심사

모집 시기 및 인원 ● 모집 시기: 3월 / 인원: 30명

활동 내용 및 혜택
● 내용: 국내 봉사, 교육 봉사, 노력 봉사, 기타 봉사 등

● 혜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활동비 지급, 수료증 증정, 우수 봉사자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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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보건실

 담당부서 보건실             TEL 063-220-2169           위치 학생회관 2층 201호

  주요업무

⦿ 구급약품 투여와 외상치료 및 응급조치

⦿ 건강상담 및 검진(혈압, 체온, 시력, 체중, 신장)

⦿ 상담 안정실 환자관리

⦿ 총 학생이 참여하는 행사에 약품지원과 의료반 출장

⦿ 캠퍼스 방역

  이용 시간

학기 중 방학 중

평일 09:00~18:00 평일 09:00~17:00

주말, 공휴일 휴무

  금연 건강 캠퍼스 운영

구분 내용

운영 기간
● 1학기(3월~6월)

● 2학기(9월~12월)

운영 안내
●  운영안내: 학기 초 둘째 주에 신청자 니코틴검사·일산화탄소 측정(총 10회) 및 금연 
교육을 실시 한 후 금연 패치 및 금연 보조품 제공

혜 택 ● 장학포인트(SP) 70점(21만원 상당의 장학금)

신청방법 ● 보건실 방문하여 금연신청서 작성 후 제출

학생과 교원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해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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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학생생활관(기숙사)

 담당부서 스타타워                TEL 063-239-5500~5502          FAX 063-239-5506

 담당부서 스타빌, 스타홈        TEL 063-239-5520~5522           FAX 063-239-5524

 담당부서 스타누리                TEL 063-239-5523                     FAX 063-239-5524

 학생 생활관 홈페이지 http://startower.jj.ac.kr 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발 기준

⦿ 신입생 : 거리점수로만 선발

⦿ 재학생 : 거리점수, 직전학기 성적/ 학기 벌점 15점 이상, 연간 30점 이상 시 입사제한 

⦿ 가산점 대상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모집 인원

구분
스타타워 스타빌

비고
남 여 남 여 남 여

1인실(장) 2 3 - - - -

장애인 5명

남학생 796명

여학생 1,061명

총 1,862명

1인실 20 20 - - - -

2인실 248 424 98 200 320 270

4인실 108 144 - - - -

소계 378 591 98 200 320 270

합계 969 298 590

  모집 단위 및 기간

⦿ 연간 입사단위: 51주(3월 첫째 주 ~ 다음년도 2월 셋째 주)

⦿ 학기 입사단위: 16주(학기 초 ~ 방학 시작일 전)

※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입생: 예비전주대인포털(http://instar.jj.ac.kr/jjpp) → 예치금 등록확인 → 학생생활관 입사신청

⦿ 재학생: 인스타_inSTAR(http://instar.jj.ac.kr) → 대학생활 → 학생생활관 → 입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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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진로․취업지원실

 담당부서 진로․취업지원실            TEL 063-220-2962           위치 스타센터 241호

  1~2학년 대상 추천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내용

싹수
(싹을 틔우는 
수퍼스타)

●  신입생들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인의 성격검사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해 보고 학년별 경력관리 계획 수립

  - 1주차: 20살, 진짜 나 만나기(진로 준비의 의미, “나”로 살아가는 사람들)   
  - 2주차: 검사를 통한 자기분석(성격, 직업 가치관 검사, 아우란트 검사)
  - 3주차: 전공 들여다보기(전공 정보 및 학과 진출분야 탐색, 교내 프로그램 정보 찾기)
  - 4주차: 학년별 경력관리(경력관리 방법, 경력관리를 위한 대외활동 정보 탐색)

꿈수
(꿈을 키우는 
수퍼스타)

●  대학생활 목표와 진로 설계를 통해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직무를 찾고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해당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탐색

  - 1주차: 재학생, 졸업생 특강(선배 특강 및 Q&A)
  - 2주차: 미리 하는 직무분석(직무분석 방법, 전공분야 직무찾기, 관심 직무탐색)
  - 3주차: JOB역량 키우기(직무역량 분석, 역량 유무 확인, 역량 관리 계획 세우기)
  - 4주차:  취업 포트폴리오(채용정보 탐색 방법, 3,4학년별 경력관리 방법, 취업 준비 계획 수립)

진로해시태그

●  학생 스스로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형 진로 
교육 강화 

●  지원내용: 멘토 및 활동장학금(최대 100만원/팀) 지원 
●  신청방법: 팀 구성(2~4명) 후 onSTAR 통한 신청 / 선발 후 진로 활동 실시(10주)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CAP+)

●  자기 이해를 통한 진로탐색 방법을 습득하고 취업준비에 필요한 의사결정기술과 취업성공 
스킬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

기업&직무
분석 탐색반

●  직무 분석을 통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능력 등을 알아보고 모의 실습 
및 발표를 통해 취업역량 강화 기반 마련

●  주요 내용: 기업 분석 이해 및 방법, 팀별 업계 분석 실습, 기업 대표사업, 상품, 직무 분석 실습

  3~4학년 대상 추천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내용

땀수
(땀으로 성장하는 

수퍼스타)

●  본격적인 취업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숙지하고, 전략적인 취업준비 및 방향 
설정을 돕기 위한 과정

  - 1주차: 대학생활 돌아보기 / 나의 취업준비도알아보기
  - 2주차: 채용절차 및 채용정보 탐색하기
  - 3주차: 월급기입장 작성해보기 / 취업프로그램 참여하기
  - 4주차: 취업준비 계획 세우기 

진로․취업지원실에서는 학생 여러분들의 원활한 진로 탐색/설정 및 취업정보 제공/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로․취업지원실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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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명 내용

취업교과목 ●  진로탐색과 경력관리, 진로설정과 취업전략, 지역기업의 이해, BESTar(이랜드) 등

청년취업역량
프로그램

●  직무와 기업탐색, 역량개발 계획수립 등 학생들의 실전 취업 스킬 강화를 위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자기소개서 완성반 ●  최신 채용 트렌드 변화, 직무 이해를 통한 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법 교육 및 실습

NCS교육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확산에 따른 NCS 직업기초능력 이론 및 시험 문제풀이 교육

JJ 취업컨설팅 Day ●  1 : 1 맞춤형 컨설팅(입사지원서 작성, 모의 면접)

취업캠프
●  학과 특성을 고려한 취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단기간에 취업 필수 역량(입사지원서, 면접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

자격증

●  컴퓨터 활용 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취득 준비
●  포토샵&일러스트레이터: ACA 자격증 취득 준비반
●  MOS Master: MOS Master 자격증 취득 준비반
●  Auto CAD: Autodesk사 공인 국제인증 자격증 취득 준비반

star-KING ●  1 : 1 진로, 취업 장기컨설팅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동아리 ●  학과 및 직무 목표, 개인별 취업준비도 및 수준에 따른 동아리 활동으로 취업역량 향상 지원

박람회 ●  우수기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취업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활성화 지원

  학사지도사

각 단과대학에  학사지도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 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도움과 조언이 필요한 학생들은 소속 단과대학 학사지도사실을 자유롭게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과대학 CA실 TEL 위치

인문대학 063-220-2080 진리관 110호

사회과학대학 063-220-2088 평화관 314호

경영대학 063-220-2096 자유관 115호

의과학대학 063-220-2082 천잠관 118호

공과대학 063-220-2090 공학1관 224호

문화융합대학 063-220-2290 예술관 104호

문화관광대학 063-220-2091 지역혁신관 408호

사범대학 063-220-2081 진리관 110호

  운영 업무
⦿ 인성, 대인관계, 학업, 진로, 취업 등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지도

⦿ 심리 검사, 진로 검사 등 실시

⦿ Star T 프로그램, 라이징스타 장학금(외국어 능력 향상 장학금), 수퍼루키 장학금(자격증 취득 장학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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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 프로그램

전주대학교에서는 수퍼스타를 키우기 위해 도전정신(Challenge), 능력(Competence), 공동체의식 

(Community)을 함양하는 StarT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계획적, 체계적인 진로개발 활동을 지원 

하고 있으며, 장학금 수혜와 해외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C 활동(Challenge, Competence, Community)

⦿  학생들은 3C 활동(Challenge, Community, Competence)을 수행하면서 포인트(CP, SP)를 부여 받거나 

장학금(라이징스타, 수퍼루키)을 신청할 수 있음

 - CP: 인증 포인트 
 - SP: 장학금 포인트 → 장학금으로 전환 가능

⦿  StarT 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 소속 단과대학 학사지도사실

Challenge

StarT 프로그램

도전정신
함양활동

Community

공동체 의식
함양활동

Competence

능력개발활동

StarT 프로그램

해외체험학습

도전 해외문화탐방

 - Catch the World

교양증진활동

취업체험학습

개인 및 팀프로젝트

특기개발활동

집단체험활동

건강관리활동

자격증 취득활동

자격증 취득 트랙

공연, (교외) 입상활동

성적향상 트랙

영성 개발활동

공동체 인성증진활동

리더십 개발활동

봉사활동

- 사회봉사

- 대학 내 봉사

- 기부활동

구분 내용

수퍼스타 인증

●  교양교과, 비교과, StarT 활동 이수 시 취득하는 역량 점수에 따라 인증
●  수퍼스타 필수 조건(사회봉사/취업교육/교수학습개발센터․비교과교육지원센터 필수 
프로그램) 이수

●  수퍼스타 인증서 수여(총장/학장 명의), 단계별 장학금 차등 지급
●  장학금 문의 : 소속 단과대학 학사지도사실(CA실) 또는 비교과교육지원센터

라이징스타 장학금
(외국어 능력 향상 장학금)

●  재학 중 취득한 TOEIC, HSK, JLPT 등 외국어 시험 점수에 따라 장학금 지급
●  장학금 문의 및 신청: 소속 단과대학 학사지도사실(CA실)

수퍼루키 장학금
(자격증 취득 장학금)

●  재학 중 취득한 자격증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평가 등급으로 장학금 지급
●  장학금 문의 및 신청: 소속 단과대학 학사지도사실(CA실)

 담당부서 진로․취업지원실            TEL 063-220-2058          위치 스타센터 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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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star 인증제

SUPER 핵심역량 기반 인증제 SUPER 핵심역량 점수에 따른
교양교과 ․ 비교과 ․ StarT활동 통합 인증

 인증제 참여

대상 학번 ●  2020학번  /  2021학번

참여 방법

●  교양교과 이수 시 인증점수 자동 부여

●  각종 비교과 프로그램 및 StarT프로그램 참여
  (참여 시간에 따른 인증 점수 부여)

인증 조회 ●  onSTAR 

인증 시기
●  각매 학기 말(방학 중 인증 수여)

●  졸업 직전학기 역량까지 인정(졸업학기 미포함)

 단계뱔 인증 기준

Welcome Bronze Silver Gold

교양교과 역량 50 200 300 400

비교과 역량 50 30 80 120

StarT 역량 - 30 100 300

 장학금 및 부상

 담당부서 비교과교육지원센터         TEL 063-220-2835~7         위치 대학본관 228호

Welcome

등급 학생 대상

이벤트 진행

Bronze

100,000원 장학금

Silver

300,000원 장학금 

학장 명의 인증서

Gold

1,500,000원 장학금 

총장 명의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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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어 로드맵

진로취업지원실에서는 “학과별 주요 진로분야를 간명하게 파악하고 해당 분야 진출에 도움이 되는 교과, 

비교과, 관련 프로그램, 자격증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학과별 커리어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과별 커리어 로드맵 조회

구분 내용

학과별 주요 

진출직무 확인

●  관심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과, 비교과, 자격증 등을 한 눈에 확인
●  소속 학과 및 타 학과의 커리어 로드맵 조회 가능
●  수강신청, 대학생활, 향후 취업활동 계획 수립에 핵심적으로 활용

조회 방법
● 방법1: onSTAR 홈페이지 → 커리어 로드맵 → 학과별 커리어 로드맵 조회
● 방법2:“전주대학교”App → onSTAR → 커리어 로드맵 → 학과별 로드맵 탭

  목표직무 설정

⦿  방법1: onSTAR 홈페이지 → 커리어 로드맵 → 목표직무 설정

⦿  방법2: “전주대학교” App → onSTAR → 커리어 로드맵 → 진로 목표 설정

 담당부서 진로․취업지원실         TEL 063-220-2166, 2962         위치 스타센터 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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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대학일자리센터

29.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담당부서 대학일자리센터            TEL 063-220-4651~5           위치 스타센터 241호

 담당부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TEL 063-220-2027           위치 스타센터 241호

  주요 서비스

⦿  진로 및 취업 상담    ⦿  입사지원서 및 면접 컨설팅
⦿  직업 심리검사    ⦿  취업동아리 운영
⦿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트랜드 기반 프로그램 운영(언택트 채용대비 실시간 면접교육, 구글 빅데이터 마케팅 과정 등)
⦿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기업/직무분석 교육, SMAT 자격과정, 1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등)
⦿  기업연계 프로그램 운영(Dream-JOB 인재풀, pre-JOB 채용제안서 경진대회, 기업탐방 등)
⦿  멘토링(JJ 직무 멘토링 Day, JJ 취업컨설팅 Day 등)
⦿  해외취업 설명회 및 아카데미 운영
⦿  정부청년고용정책 안내

  주요 서비스

⦿  진로 및 취업상담   
⦿  여성 진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PT 공모전 운영   
⦿  21C 여성 유망 직종 정보제공
⦿  「여성 진로와NCS 이해」및「여성 취업과 NCS 실전」교과목 운영

대학일자리센터는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취․창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고용 정책 안내, 직무역량강화 및 취업스킬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재학생들이 조기에 진로를 설계 

하고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진로와 취·창업을 One-Stop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대학일자리센터에 많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여성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학생들에게 취업준비교육을 통하여 

21세기를 주도적으로 이끌 여성리더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진로가 고민되거나 취업을 앞두고 있는 여학생들은 많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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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부서 현장실습지원센터          TEL 063-220-4611, 4612          위치 스타센터 241호

  현장실습

⦿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학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구분 운영 시기 실습 기간
인정 학점

2015학번 이전 2016학번 이후

학기제 현장실습
(국내, 국외)

- 1 학기(3~6월)
- 2학기(9~12월)

12주 15학점 13학점

13주 16학점 14학점

14주 17학점 15학점

15주 18학점 16학점

계절제 현장실습
(국내, 국외)

- 하계 방학(6~8월)
- 동계 방학(12~2월)

4주 3학점 3학점

8주 6학점 6학점

 * 재학 중 최대 36학점(2015학번 이전) 또는 32학점(2016학번 이후) 이수 가능

  현장실습 운영 절차

현장실습기관 
선정

●  선정 방법: 학과(지도교수) 또는 현장실습지원센터 소개

●  선정 요건: 학생 전공 분야와 연관되어 전공 지식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유사한 업무를 

교육하고 부과할 수 있는 기업(기관), 현장실습생 대상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기업(기관)

현장실습 참여 
신청

●  인스타(inSTAR)→현장실습→서약서/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참여 신청서 작성

  * 학과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제외 (사회 
복지 현장실습, 교육실습, 영양사 현장실습, 간호/보건 계열(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작업 치료사 등) 현장실습)

지도교수 및 학과 승인, 현장실습지원센터 선발 처리

오리엔테이션 
참석

●  학기제 1회, 계절제 2회 실시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하여 오리엔테이션 등의 사전 교육 이수는 현장실습 
참여 및 학점 이수의 필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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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실시

●  1일 6~8시간(전일제), 1주간 30~40시간을 기준으로 학기제는 12~15주(360~600시간), 
   계절제는 4주(120~160시간) 또는 8주(240~360시간)를 연속적으로 실시

결과 서류 제출

현장실습생 실습기관

●  주간보고서: 매주 1회 작성

●  종합보고서: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작성 

●  만족도평가: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작성

●  현장실습 협약서 3부, 수요조사서,
  사업자 등록증, 운영계획서, 출근부,
  수행평가표, 설문 조사서, 확인서
●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과 사무실 제출

학점 부여 및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학점 실습지원비

●  학기제: 15~18학점 또는 13~16학점

●   계절제: 3학점 또는 6학점

●  학기제: 국내 100만원, 국외 100만원
●   계절제, 국내 4주 50만원, 국내 8주 80만원, 
국외 100만원

  현장실습 지원 사항

지원 사항
지원 내용

학기제 계절제

현장실습지원비

●  국내(기간 무관): 100만원
●  국외(기간 무관): 100만원 

●  국내 4주: 50만원
●  국내 8주: 80만원
●  국외(기간 무관): 100만원

*  국고 및 도비 집행 사업단(커플링사업단,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등)에서 현장 실습지원비 
지급 시 중복 지급할 수 없음

수업료 장학 감면

●  수업료 20% 범위 내 장학금 지급 ●  전액(24만원 또는 48만원) 장학 처리

*  단, 수업 연한을 초과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 불가(9학기 이상 등록 학생, 건축학과는 11학기 
이상 등록 학생)

상해보험 가입 ●      현장실습 기간 상해보험 가입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  전공 교과목으로부터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하나의 작품(제품)을 기획, 설계, 제작 및 평가(검사)를 수행하는 

전 과정을 통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산업체 선호 인력 양성

⦿  작품 설계 과정에 학생, 교수,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주제로 활용하거나 산업체 인사가 

캡스톤디자인 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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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운영 절차

과제 참여 신청

●  신청 대상: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이 캡스톤디자인 정규 교과목(캡스톤디자인, 종합설계, 
개인(팀) 프로젝트(종합설계))을 수강 중이어야 하고, 3인 이상으로 팀을 구성하여야 함

●  신청 시기: 1학기 및 2학기

●  신청 방법: 인스타(inSTAR)에서 대표 학생(팀장)이 신청

과제 유형

●  과제 유형

과제 유형 과제 내용 지원 금액(원)

① 창의교육형

전공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력을 증진하고 고찰을 
통해 현장에서 가질법한 문제에 대해 창의적으로 주제를 
결정하여 수행하는 과제(각 학과에서 개인(팀) 프로젝트 
(종합설계)로 운영하는 과제 포함)

~500,000원

② 창업씨앗형
캡스톤디자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물이 독자적인 창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과제

~500,000원

③ 이익창출형
캡스톤디자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물이 이익 창출(기술이전, 기술개발 등)의 가능성이 
있는 과제

~1,000,000원

④ 기업연계형
매 학기 시작 전 기업으로부터 신청 받은 프로젝트를 대상 
으로 학생 및 지도교수를 매칭하여 수행하는 과제

~1,500,000원

⑤ 사회기여형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크지 않지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지자체 및 사회적 기업 연계),  사회 봉사형 과제로 
운영

~500,000원

⑥ 우수지도
    교수지원형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입상 지도교수, 지도실적 우수 
교수의 경우 심사 없이 1인 1과제 지원

~2,00,000원

⑦ 캡스톤연속형

전(前) 학기 1차적으로 수행한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과제중 연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연속 지원하여 추가적인 성과 창출 및 프로젝트 성과의 
고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과제

~1,500,000원

*  지원 금액: 과제 수행을 위한 재료비, 과제 추진비 등으로 사용 가능

과제 선정 ●  선정 평가 기준에 의거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오리엔테이션 
참석

●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운영 안내(지침, 사업비 사용 방법 등)

과제 수행 ●  지도교수, 기업체 관계자(기업연계형)의 지도 아래 캡스톤디자인 과제 수행

결과 보고서 제출 ●  캡스톤디자인 결과 보고서 1부, 만족도 조사 1부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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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교수학습개발센터

 담당부서 교수학습개발센터          TEL 063-220-2616, 3269         위치 학생회관 2층 213호

  학습지원 프로그램

구분 운영내용 및 방법

Together 

학습모임

선후배 간 
정규교과 

학습모임

●      튜터 1명이 튜티 4~7명을 가르쳐주는 형태로 1학기 동안 6회 이상, 총 12시간 이상의 
학습활동 운영

●      선정 기준 
  -  튜터:  동일 전공 교과목을 기수강한 학생으로서 A+ 이상 성적을 취득한 학부생 우대
  - 튜티: 동일 전공 교과목을 해당 학기에 수강하는 학부생 4~7명 이내
●      지원사항: 학습모임 활동비 20만원 지원, 튜터 장학금 차등 지급

수업 외 
전공심화 

학습모임

●       재학생 3~6명이 한 팀이 되어 목표지향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형태로 1학기 동안 
6회, 총 12시간 이상의 학습활동 운영

●  지원사항: 학습모임 활동비 20만원 지원, 팀 장학금 차등 지급

수업료 

장학 감면

유학생 
전공기초 

학습모임

●  내국인 튜터 1명이 유학생 튜티 3~5명을 가르쳐주는 형태로 1학기 동안 6회 이상, 
총 12시간 이상의 학습활동 운영

●  선정 기준
  - 튜터: 동일 교과목을 수강(기수강)한 학생으로서 교수자가 추천하는 자
  - 튜티: 동일 교과목을 해당 학기에 수강하는 유학생 3~5명
●  지원사항:  학습모임 활동비 30만원 지원,  튜터 장학금 차등 지급

신입생 

전공기초 

동아리

●      신입생이 학과 교수와 함께 전공기초를 학습함으로써 전공기초능력향상 및 빠른 학과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      지원방법: 지원 확정 된 학과는 조교 또는 교수로부터 공지되며, 공지된 방법에 따라 신청

유학생 

학업적응 

프로젝트

●      학교 및 학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유학생 선배와 내국인 선배가 함께 튜터링 
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      내국인 튜터 1명, 유학생 튜터 1명, 유학생 튜티 4~6명으로 구성되어 1학기 동안 6회 이상, 총 12시간 
이상의 학습활동 운영

●      선정 기준   - 내국인 튜터: 학습성공 경험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국인 재학생 1명
                    - 유학생 튜터: 교수자가 추천하는 튜티와 동일 국적의 유학생 1명
                    - 유학생 튜티: 학업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 4~6명 이내
●      지원사항: 학습모임 활동비 20만원 지원, 튜터 장학금 20만원 지급

●      지원방법: 학기 초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접수한 후, 개별연락을 통해 진행

PT 클리닉

●  프리젠테이션(PT) 우수학생으로부터 1대1로 작성한 PT에 대해 코칭 받는 프로그램

●  지원사항       - 컨설턴트: 컨설팅 건 당 장학금 지원
                      - 컨설티: 무료로 프리젠테이션 컨설팅 지원
●  지원방법: 학기 초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접수한 후, 개별연락을 통해 진행

교수학습개발센터(Center for Teaching&Learning)는 우리대학교의 교수와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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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운영내용 및 방법

JJ교육채널

‘스타즈’

●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학습전략 등 주제와 관련한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하는 활동
●  지원사항: 활동 종료 후 팀별 활동장학금 60만원, 우수활동 장학금 1팀 30만원 지원
●  지원방법: 학기 초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선발됩니다.

학습동반자 

프로그램

●  장애 대학생과 학습 도우미를 매칭하여 전공 및 교양 수업의 1:1 학습지원 프로그램
●  학습도우미 선정 기준: 성적 우수, 애교심 및 책임감이 강한 학생으로 교수가 추천한 자
●  지원사항: 학습도우미 장학금 20만원(과목별 지급)
●  지원방법: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수강과목 교수를 통해 참여 신청

학업향상

“LAMP ON”

●  학사경고자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및 성적 향상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  지원사항      - 멘토: 멘티의 성적에 따라(2.0 이상) 멘티 성적향상 장학금 지급
                     - 멘티: 취득 성적(2.0 이상)에 따라 장학금 지급
●  지원방법: 프로그램 대상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문자와 전화연락을 통해 참여하게 됩니다.

징검다리

프로젝트

●  2회 연속 학사경고자의 대학생활 적응 및 학습동기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  대학생활 진단 및 학습역량 평가, 효율적인 학습전략 습득 및 상담을 통해 학업성취도 향상
●  지원방법: 프로그램 대상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연락을 통해 진행

학습컨설팅

●  학습전문가와 개별상담을 통해 학업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학습방향을 제시
●  대상: 전체 학부 재학생, 신입생 우선 지원
●  지원내용: 학습상담 및 자기주도학습 교육, 학습전략 검사 + 학습동기 검사 무료 실시
●  운영 기간: 학기 중 상시운영
●  컨설팅 진행 절차: 컨설팅은 주 1회 50분, 회기 수는 협의 결정

 학습전략 

워크숍

: 코넬노트 

활용법

●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제작한 코넬식 노트(Cornell Note)를 신입생을 포함한 전체 학부생을 대상으로 
수업노트 작성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설명하고 노트를 배부합니다. JJ 코넬노트 경진 대회와 연계하여 
코넬노트 필기법 정착을 도모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증진시키고 구조화된 수업노트 쓰기 훈련을 
통하여 학습역량 제고, 신입생의 효과적인 대학 강의 노트 필기방법 터득 기회를 제공합니다.

●  참가 대상: 재학생 전체
●  참가 방법: 매 학기 초, 전주대학교 앱의 알림을 따라 교육에 참여하고 노트를 배부

경진대회

JJ 코넬노트 
경진대회

●   재학생의 코넬노트 작성 및 학습의지 향상 계기 마련 
   - 학기 초 공지된 ‘학습전략 워크숍 코넬노트 활용법’에 참여하여 코넬노트 수령
   - 수강교과목에 수업노트로 활용
   - 추후 공지된 기간에 교수학습개발센터로 노트 제출

JJ 학습법 노하우  
경진대회

●   재학생의 학습법 발굴 및 확산 기회 제공
   - 학습방법 및 학습전략, 자기개발, 스마트러닝 학습법, 우수리포트 등

JJ 창의적 
아이디어 
경진대회

●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공지식과 창의성에 근거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학생친화형 캠퍼스 시설 개선방안,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학생활 개선방안, 
교과목의 팀 프로젝트에서 발견한 생활 속 아이디어, 그 외 교내 대확생활 중 발견 
한 문제와 해결방안 등

 iClass 수강 우수 
수기 공모전
(비대면 수업 
수강 우수수기 

공모전)

● 재학생의 iClass 학습 경험 발굴 및 확산
   - 온라인으로 실시한 수업을 수강한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
   -  비대면 수업(iClass)을 수강한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 온라인수업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 오프라인 과목과의 차별성, 본인만의 학습 전략, 온라인 수업을 통해 
공부한 결과, 새롭게 깨닫게 된 점 등

학생 미디어 

역량 강화 교육

●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 함양을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운영시기: 매학기
●  신청방법: onSTAR(학생역량개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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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원격교육지원센터

 담당부서 원격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de.jj.ac.kr          위치 스타센터 237호

  교내 원격수업 운영 지원

⦿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는 교내 원격수업(원격중심수업, 블렌디드러닝, iClass 등)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수강신청(원격중심수업) 학점 기준(RUCK 포함, 세부 기준은 수강편람 참조)

  - 정규학기: 6학점(야간교육과정생 9학점) 이내
  - 계절학기: 3학점(야간교육과정생 6학점) 이내

⦿  수강신청: 정규학기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

⦿  문의: 원격교육지원센터 (063)220-2998

  학점교류(RUCK) 원격강좌 운영 지원

⦿  2002년부터 8개 지역사립대학(가톨릭관동대학교, 경남대학교, 계명대학교, 아주대학교, 울산대학교, 

전주대학교, 한남대학교, 호남대학교)이 학점교류 협정에 따라 원격강좌를 공동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수강대상: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재학생(세부 기준은 수강편람 참조)

⦿  수강신청: 정규학기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

⦿  문의: 원격교육지원센터 (063)220-2998

  사이버캠퍼스 운영

⦿  사이버캠퍼스의 다양한 학습지원 기능을 통해 스마트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URL: http://cyber.jj.ac.kr

⦿  문의: 원격교육지원센터 (063)220-2928, 3167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미디어 역량 강화 교육 등 원격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원격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de.jj.ac.kr) 참조

  미디어 제작 및 활용 지원

⦿  미디어 제작 및 활용을 위한 스튜디오, 기자재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의: 원격교육지원센터 (063)220-3167

원격교육지원센터(Center for Distance Education)는 교내·외 원격수업 운영 및 원격 교수·학습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하여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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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카운슬링센터

 담당부서 카운슬링센터        TEL 063-220-2077        위치 학생회관 2층 221호 / 207호

  심리상담

심리상담 안내 내 용

개인상담

●      상담전문가와 1:1 상담을 통해 성격, 학업, 정서, 대인관계 등 삶에서 겪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감으로써 대학생활 적응을 도와주며, 자기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넓혀 가는 자기성장의 
과정입니다.

집단상담

●  자기이해, 대인관계증진, 정서 및 스트레스 관리 등의 주제로 비슷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상담 
전문가와 함께 소그룹 집단상담을 통해 새로운 관계경험, 자기성장 및 자아실현, 정신 건강을 도모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심리검사

●  성격, 정서, 학업, 진로, 적성 등 다양한 심리검사를 통해 자기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성격/정서 - MMPI-2, MBTI, LCSI, 애니어그램
●  학업 - U&I 학습유형검사, MLST-Ⅱ학습전략검사
●  진로/적성 - U&I 진로탐색검사, Holland 직업적성검사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내 용

찾아가는 
카운슬링센터

●      재학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의실로 찾아가 해석상담 및 집단상담을 진행하여 
카운슬링센터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자기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좋은친구
또래상담

●  교우 간 심리·정서적 긍정모델이 될 수 있는 2~4학년을 선발하여 일정한 훈련을 통해 또래 
상담자를 발굴 및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입생 및 편입생은 또래상담자와 1 : 1멘토링을 통해 
심리·정서 지원과 대학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with 수퍼스타

●      1학년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체 심리검사를 통해 개인의 성격 
및 적응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진로·스트레스 
관리 등 맞춤형 후속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GRIT to GREAT
마음근력 강화 

프로그램

●      비인지적 역량 그릿(GRIT: 능력성장의 믿음, 회복탄력성, 내재적 동기, 끈기) 강화를 통해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과 성공적 사회진출을 위한 개인의 능력 탐색 및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습명상 
프로그램

●      학업수행과 시험에 따른 불안·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긴장 완화·부정감정 조절을 통해 주의집중력 
및 학습효율성 향상 뿐 아니라 긍정적 자기인식을 증진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생활적응 
프로그램

●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심리·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과 및 학교 
생활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진로심화 
프로그램

●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과 진로설정, 진로 구체화를 위한 특강 및 집단상담, 심화상담으로 구성 
된 프로그램입니다.

기타기타
●  정신건강 캠페인 등 개인의 성장과 행복한 대학생활을 지원하는 주제별·대상별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카운슬링센터는 재학생의 성격, 대인관계, 가정, 학업 및 진로 등 대학생활을 하며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행복한 삶을 위한 자기이해와 성장을 돕는 전문 

상담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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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인권센터

 TEL 063-220-2406           위치 학생회관 2층 205호          이메일 humanrights@jj.ac.kr

  주요 프로그램

⦿  성 의식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  인권의식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상담 및 사건처리

⦿  캠페인, 서포터즈 운영 등 

  상담 / 신고 안내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내용은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주대학교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 대한 심층상담, 재발 

방지 및 예방교육 활동, 심리적 지원 등 전주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전문상담기관 입니다.

⦿  대상: 전주대학교 구성원(학생, 교수, 직원 등 누구나)

⦿  상담 및 내용

   -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나 성과 관련되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차별 및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와 관련되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신고처리절차 안내

전화 및 이메일 접수

개인정보동의서,
신고서, 진술서

상담실시

상담 및 처리절차
안내 등

비공식절차

합의중재, 
상담 및 교육

공식절차

신고, 사건조사,
위원회 조사

⦿ 신고기한(※전주대학교 인권센터규정 제5장 제25조)

   - 인권센터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사건으로 하며,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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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부서 장애학생지원센터            TEL 063-220-2163          위치 학생회관 2층 226호

  장애학생 등록

구 분 내 용

등록 시기
●  신입생은 학기 시작 전 장애학생 등록을 하여야 원활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 특별전형으로 들어온 장애학생의 경우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장애유형과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및 복지카드
●  장애학생 등록 신청서(장애학생지원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장애유형과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및 복지카드를 지참하시어 장애학생지원센터 방문
2. 장애학생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장애학생 사전 수강신청

⦿  장애학생들이 수강신청 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돕기 위하여 사전에 수강신청의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장애학생들의 이동 편의와 교육의 선택권을 주어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  일반 수강신청 일주일전 장애대학생 수강신청 기간을 열어둡니다. 이틀간 수강신청기간을 주며, 일반 수강신청 기간 
동안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들만 가능합니다. 

  오리엔테이션

⦿  시기: 매년 2월 중순 ~ 2월 말(개강 전)

⦿  오리엔테이션 내용

 - 장애대학생에게 지원되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각종 서비스 및 지원 신청 방법 안내

 - 학사 및 교내 각 기관의 장애대학생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 안내

 - 장애대학생 신입생의 교수학습 및 대학생활 지원 관련 요구 파악

 - 기타 대학생활 안내

 - 스타센터(중앙도서관), 스타타워(기숙사) 투어 등

⦿ 참여방법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들에게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먼저 연락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외의 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들은 장애학생지원센터로 개별 문의바람 

 E-mail  chs5135@jj.ac.kr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경우 합격이후 장애학생 

지원센터로 연락주시면 장애학생을 위한 생활 및 학습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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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 도우미지원 제도

⦿  장애학생들이 수업이나 이동 및 대학생활 등 편의제공을 위하여 같은 학과 장애대학생과 일반학생이 

도우미로 매칭 되어 장애학생들의 학업 조력자가 되어주는 제도입니다.

도우미 유형 활동 내용

학생-일반도우미

학업 지원 ● 강의 대필 및 과제 등 학업과 관련한 지원

시험대필 

●  강의대필을 신청한 학생의 시험에 기 배치된 강의대필자가 아닌 다른 
도우미를 배치하고 답안지를 교수님께 직접 전달함으로써 평가를 공정 
하게 지원

이동지원 ● 강의실 이동 및 통학 이동 지원 

생활지원 ● 기숙사, 도서관, 식당 등에서 생활보조 지원

튜터링
● 튜터링을 신청한 장애학생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
● 수업내용 보조 

멘토링 
● 멘토링을 신청한 장애학생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
● 대학 생활을 지원 

기타지원 
● 대학 내 이동 및 일상생활 편의 제공
● 강의 ․ 보고서 ․ 시험 등 대필 지원 

  장애학생 장학제도

⦿  장애학생들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장학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  장애학생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장애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증명서 발급 시 장애 
등급이 나오도록 요청하시면 증명서에 등급이 표시되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학명 대상 추천 및 지급시기 선발 기준 신청 비고

장애대학생
장학금

신입생  / 
재학생

1월, 8월
(고지서 감면)

- 장애 1급: 전액
- 장애 2급: 150만원
- 장애 3급: 100만원
- 4급~6급: 50만원

학생회관 2층
학생지원실

평점평균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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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학습 지원

구분 내 용

교수·학습 
조정 안내문

●  학생들의 장애 특성으로 인한 교수·학습상의 어려움을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교과목 
담당 교수님에게 사전에 안내하는 것입니다. 교수님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합리 
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해당학기 수강 강좌의 교수·학습 조정 및 지원요청 사항을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장애학생 지원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수·학습 
기자재 
지원

●  장애학생의 학습편의를 도모하고자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를 장애학생지원 
센터에 구비해두고 있습니다. 학기 단위로 무상 대여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장애학생쉼터에 비치되어 있는 교수·학습 기자재는 언제든지 장애 
학생지원센터로 방문하시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대여가 가능한 기자재들에 
대해서는 대여를 희망할 시에 1일 전에 대여 예약 후 방문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  대여기간은 최대 2주이며 대여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사용 중에 
파손, 분실이 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강의영상 
자막제공

●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청각장애학생들의 비대면 수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강과목 강의영상에 자막을 제작하여 사이버캠퍼스에 강의영상과 같이 제공 
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쉼터

⦿  장애학생 쉼터는 학생회관 2층 장애학생지원센터 옆에 위치해 있으며, 장애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프린트 및 

팩스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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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국제교류지원실

 담당부서 국제교류지원실           TEL 063-220-3285, 2766         위치 국제교육관 202~3호

  해외연수

구분 과정명 교육 내용

교환학생

국가별 교환학생 

파견대학

●  캐나다: 세네카대학, 나이아가라대학(2개 대학)

●   일본: 삿포로대학, 에히메대학, 구루메대학, 야마나시에이와대학, 
카나가와대학(5개 대학)

●   중국: 중남대학, 상해대학, 청도과기대학,  심천대학, 중남민족대학, 중국 
석유대학, 남경신식공정대학(7개 대학)

●  필리핀: 필리핀국립대학, 바기오대학, 호세마리아대학(3개 대학)

선발인원 및 

선발시기

●   선발인원 및 선발시기: 매 학기 또는 1년에 1회씩 각 대학 당 0명 선발 
(대학별 상이)

장학혜택 ●   대학 및 파견국가에 따라 금1,000,000원~금3,000,000원의 장학금 지급 

어학연수

국가별 어학연수 
파견대학

●  캐나다: 세네카대학, 나이아가라대학(2개 대학)

●  일본: 가고시마 아시아 태평양 농촌연수센터, 구루메대학(2개 대학)

●   중국: 북경어언대학, 동북사범대학(2개 대학)

●   필리핀: 라살대학, 호세마리아대학(2개 대학)

선발기준 및 

신청자격

●   현재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휴학생 및 정규학기 초과자 신청 
제외)으로 지원시점 기준 2~6학기를 이수한 자(편입생의 경우 지원시점 
기준 본교에서 2개 학기를 기 이수한 자)

●   직전학기 성적이 2.5 이상이며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어학연수 프로그램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70학점 미만인 자

●   학칙에 의한 징계 사실이 없는 자로서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기타 우리대학 장학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저촉되지 않으며 신체적으로 
건강한 자

장학혜택 ●   대학 및 파견국가에 따라 금800,000원~금3,500,000원의 장학금 지급 

국제교류원에서는 정보화·지식화·글로벌 사회로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지성·야성·인성을 겸비한 전주대형 미래 리더 육성을 위해 다양한 해외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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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학군단(ROTC, 학사사관)

 담당부서 학군단           TEL 063-220-2492         위치 기숙사 스타홈 뒤쪽 학군단 106호

  ROTC(학군사관)

대학 재학생 중에서 우수 자원을 선발, 대학전공 공부를 병행하면서 2년간(대학 3·4학년) 소정의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

구분 교육 내용

지원 자격
●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 27세 남․여
  - 학군 제62기(남·여 모두 가능) :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3학년 재학생)
  - 학군 제63기(남·여 모두 가능) :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2학년 재학생)

지원서 접수
● 기간 : 2020. 03. 01. 10:00 ~ 03. 31. 18:00 까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방법 : 육군학생군사학교 홈페이지(www.armyofficer.mil.kr)에서 인터넷으로 지원

※ 복무기간 : 2년 4개월(장교 복무과정 중 가장 짦음) 

  학사사관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예정)자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졸업 후 일정기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로서 재학 중에는 자유로운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

구분 교육 내용

지원 자격

●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 27세 남․여
●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거 동일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군인사법 시행령 제8조]

지원서 접수
●  기간: 2020년 4월 예정(자세한 모집일정은 육군모집 홈페이지 참조)
●  방법: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www.goarmy.mil.kr) 이용

※ 복무기간: 3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대학생 

대학 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학비를 국비로 전액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입소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아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

구분 교육 내용

지원 자격

●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 27세 남․여             
●  ROTC(학군사관 후보생) 병행 지원 가능
●  재정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자

지원서 접수
●  기간: 2020년 3월 예정(자세한 모집일정은 육군모집 홈페이지 참조)
●  방법: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www.goarmy.mil.kr) 이용

※ 복무기간: 의무복무 3년 + 장학금 수혜기간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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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학생증․각종 증명서 발급

 담당부서 학생서비스센터               TEL 063-220-2135               위치 스타센터 234호

학생서비스센터는 대학생활에 필요한 학사정보 안내 및 공지사항, 학적처리, 증명발급 업무, 민원상담 및 처리 

등 각종 정보를 안내 및 상담해주는 종합부서입니다. 학생서비스센터에 오시면 모든 민원을 바로 해결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학생증 발급

구분 신규 발급 재발급

발급대상 신입생, 편입생 분실, 훼손 등 사유로 재발급 신청학생

발급방법 우리은행에서 일괄적으로 카드 발급
학생서비스센터로 방문 후 신청

(증명사진 3×4 1매)

수령방법 우리은행에서 배부 즉시 수령

발급비용 무료 무료

  각종 증명서 발급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구분 이용 안내

인터넷 증명발급
●  www.webminwon.com

●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 스마트JJ → 증명서 발급 → 인터넷증명발급

학생서비스센터
● 이용 시간      - 학기 중: 평일 09:00 ~ 18:00

 - 방학 중: 평일 09:00 ~ 17:00

자동증명
발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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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도서관

 담당부서 학술정보운영실            TEL 063-220-2160           위치 스타센터 219호

 홈페이지 www. lib.jj.ac.kr 또는 모바일 앱 (전주대 도서관)

  도서관 운영 시간

구분
학기중 방학중

월~금요일 토요일 월~금요일 토요일

일반자료실, 
그룹스터디룸 등

09:00~21:00 09:00~17:00 09:00~17:00 휴관

자유열람실
노트북존

06:00~23:30(학교에서 공시한 휴무일 제외) 단, 시험기간은 24시간 개방함

  도서관 장서현황

구분 보유현황

도서자료

단행본
국내서 470,396 책
국외서 105,597 책

학위논문 43,285 책

고서 8,015 책

비도서자료
영상자료 22,336 매

전자책 46,520 책

합계 696,149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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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대출

구분 내용

대출가능 권수 및
대출 기간

일반 도서
비도서

베스트셀러, JJ권장도서
1점 1일

7권 14일 도서관 안에서만 대출 가능 7권 7일

대출 연기 ● 전주대 도서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전주대 도서관)에서 1회 연장 가능

대출 예약

● 원하는 자료가 대출중일 경우 예약 가능
● 예약된 자료가 반납될 경우 예약자에게 문자(SMS) 알림
● 예약된 자료는 3일이 지나면 예약 취소

반납

● 대출한 자료를 반납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시 연체료 발생 
● 연체료: 책당 1일 100원

-  반납하지 않은 연체도서가 있는 경우 대출이 중지되며, 증명 발급(재학,제적,성적,졸업 등) 
발급 중지

- 도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책의 정가로 변상해야함

  도서관 서비스

서비스 내용

전자저널 및 학술 DB  디양한 주제 분야의 학술지 및 논문 원문 제공 서비스

사이버강좌 어학, 공무원, 취업, IT자격증, 각종 자격증 강의 무료 제공 서비스

전자책 (E-book)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독서가 가능한 전자책 서비스

오디오북 귀로 읽는 새로운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오디오북 서비스

도서요약서비스 국내서적 요약부터 해외서적 프리뷰, 글로벌 트렌드 제공 서비스

원문복사서비스 우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타 기관에서 복사 의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우선정리요청
희망도서를 신청한 후에 책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우선적으로 정리하여 빠르게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VR게임 비트세이버,호러게임,롤러코스터,탁구게임,골프게임 등 총 9가지의 다양한 게임 체험 가능

3D 프린터 도면만 가져오면 누구나 무료로 3D프린팅 가능 ※용량제한(100g)있음

그래픽노블 마블, DC, 스타워즈, 왕좌의 게임 등 원작 그래픽노블 번역본 열람가능 

POOQ 존 최신 예능, 영화, 드라마, 다큐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시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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