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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M 활동

JFM(jeonju university Freshman Mentoring)이란?

JFM 멘토-멘티 매칭

재학생 멘토와 신입생 멘티가 한 팀을 이루어 학업, 대학생활, 기타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신입생 멘티의 안정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입학 후 동일학과 멘토와 팀이 이루어 지며, 멘토(선배)에게 대학생활 내 여러가지 분야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멘토링 참여 대상

선정 기준

멘토-멘티 매칭

운영 일정 멘토(Mentor) 멘티(Mentee)

3~4학년 재학생 신입생

학과별로 모범적인 재학생 추천 신입생 전원 의무 참여

동일학과 멘토-멘티로 이루어지며, 멘토와 멘티는 1:N 매칭

멘토 선발



JFM 활동

JFM 활동 기간

JFM 활동 분야

멘토링 활동은 멘토와 멘티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진행되며, 

각 분야에서 대학생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활동

2차 활동

3차 활동

활동 기간 활동 시기 활동 내용

3월

4월

5월

- 멘토의 진행에 따라 활동 진행

- 멘토링 활동은 회차별로 최소 1번 이상은 진행되어야 함

·수강신청 관련 도움

·대학공부 및 시험 대비 조언

·전공 관련 자격증 안내

학 업 분 야

·동아리 및 학생회 활동 안내

·대외활동 및 봉사활동 안내

·전주대학교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활 

분야

·진로 및 적성 관련 프로그램 참여

·고민이나 진로 등에 관한 조언

·학교 탐방(장학부서, CA실, 카운슬링센터 등)

기 타 분 야



2019
JFM 활동

학교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나 선배들과의 

관계, 학업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

멘토 언니가 1~2학기 모두 너무 잘 챙겨주시고, 

학업과 대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가 많이 없는 1학년 

후배들과 이야기 하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신입생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고, 

도움이 필요한 신입생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



우리 학교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장학금 제도와 여러 가지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되어 유익하였다.

대학의 일원이라는 소속감과 같은 과 

선배 및 동기와 시간을 지내며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나로 하여금 후배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 멘토 본인의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

1학년 후배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코로나 등으로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후배들을 

도와주니 유익한 시간 이였다.

2020
JFM 활동



JFM 활동 수칙

멘토링 활동 수칙

·멘토링 활동 시간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멘토링 활동에 참여합니다. 

·멘토의 메시지(메일, 문자, 전화)에 응답하도록 합니다.

·멘토의 도움과 지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 가이드북

전주대 홈페이지(www.jj.ac.kr)

입학정보

신(편)입생 길잡이

신입생 가이드북



2020학년도 멘토링 결과 및 우수사례

2020학년도 JFM(신입생 멘토링) 참여 현황

신입생 중도탈락 현황

인  문  대  학

사 회 과 학 대 학

경  영  대  학

공  과  대  학

사  범  대  학

계

의  과  학  대  학

문 화 융 합 대 학

문 화 관 광 대 학

210

295

345

334

451

402

245

210

2,492

30

41

48

48

67

56

35

28

353

단과대학 신입생 인원 멘토 배정 인원

기간 신입생 인원 자퇴 인원 중도 탈락률

2019. 3. 4.~6. 21.

2020. 3. 2.~7. 4.

전년대비 증감

2,773

2,745

28명 감소

57

23

34명 감소

2.1%

0.8%

1.3% 감소



2020학년도 JFM(신입생 멘토링) 운영 현황

학과별 멘토 추천 접수

멘토 추천 기간 2019. 11. 15.~2019. 12. 13.

2학년(2019학년도 2학기 기준 재학생)추천 대상

추천 절차 모범적인 재학생을
학과장이 추천

학과별 멘토 명단
학생지원실로 제출

멘토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수료 기간 교육 내용 수료 인원

*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

2020. 3. 9.

~3. 13.
353명

사이버 캠퍼스를 통한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이수
·대학혁신지원 사업 안내

·2020 JFM(신입생 멘토링)

   프로그램 및 멘토 역할

·2019학년도 우수 사례 소개

온라인 멘토링 활동 이벤트 실시

다른 그림
찾기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미등교로 
   인하여 대면 하지 못한 멘토, 멘티 간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기 위해 실시

·신입생 가이드북 내용을 토대로 멘토 / 멘티 간의 
   화상회의 활동지원을 위해 실시

·온라인 수업에 따라 멘티(신입생) 에게 전주대 
   소속감 고취를 위해 실시

·온라인 화상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막막하였는데 십자말 
   풀이 하면서 학교 부서에 대해 설명도 하고 질문도 많아서 좋았다.

다른 그림 찾기

십자말 풀이

십자말
풀이

[전주대]
삼행시

이벤트 관련
평가

·SNS 상으로는 공지사항만 전달하다보니 분위기가 많이 딱딱
   하였는데 다른 그림 찾기 이벤트 덕분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2020학년도 JFM(신입생 멘토링) 운영 현황

멘토링 활동보고서

만족도 조사 실시

* 총 3회 멘토링 활동을 실시학고 기간 내 onSTAR에 입력·제출

구 분

목 적

2019학년도 1학기 2020학년도 1학기

멘토 멘토

4.09 4.16 4.284.27

멘티 멘티

기 간

대 상

활동 시기

1차 활동보고서 2020년 3월~4월

2020년 4월~5월

2020년 5월~6월

2020. 3. 23.~4. 10.

2020. 4. 13.~5. 10.

2020. 5. 13.~6. 14.

2차 활동보고서

3차 활동보고서

보고서 제출 기간

멘토링 활동보고서

온라인 간담회

onSTAT 설문조사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제고

2020. 5. 18.~5. 29.

멘토 온라인 간담회

멘토링 활동 내용 공유 및 발전방향 논의 등

화상회의 앱 미트(Meet)를 통한 온라인 간담회

2020. 6. 1.~6. 9.

멘토 353명 / 멘티 2,745명

비고

평균(5점 만점)

목 적

기 간

·JFM 프로그램 활동을 완료한 멘토353명에게 인증서 발급  

방 식

JFM 활동 마무리

·2020학년도 JFM 프로그램에서 우수 멘토로 선정된 
   멘토 24명에게 대상 / 최우수상 / 우수상 수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전주대 JFM(신입생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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