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Ⅰ
수퍼스타를 키우는 곳, 전주대

 1. 전주대학교 교육지표

2. 전주대학교 비전

3. 전주대학교 교육목표

4. 국제교류원

5. 2020-2021학년도 주요 학사일정

6. 한 눈에 알아보는 대학 생활



8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

건학이념

교      사

인 재 상

교육목적

교육목표

“기독교 정신의 구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영성·인성·지성의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학문과 교육의 

실용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실용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진   리
Truth(Veritas)

평   화
Peace(Pax)

자   유
Liberty(Libertas)

수퍼스타를 키우는 곳, 전주대
Part.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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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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가치창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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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명문사학

전주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위하여 학생들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을 발견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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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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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성인성

Spiritual
Christianity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내면화하여
섬김과 봉사의 삶을

실천하는 능력

•좋은 품성
•섬김의 실천
•사회적 소명의식

의사소통

Universal
Communication 

현상에 대해 논리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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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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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실용인재 양성교육
목적

인재상

교육
목표

중점
교육

핵심
역량

기독교적 인성교육 기초역량 강화교육 다학제간 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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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교류원 소개

국제교류원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4개국 57개 대학 6개국 12개 

기관과의 협력 체결과 해외 전주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유학생활이 되도록 스마트한 교육시스템과 관리 모델을 구축하여 교육부·법무부 평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6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전주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국제교류원을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유학생 지원팀

구분 연락처 주요업무

1) 국제교류원

 유학생 관리팀

063-220-2887 국제교류원 행정업무 총괄

063-220-3199 유학생 학업 및 생활 지원

063-220-2238
중화권 비자업무·유학생 지원

063-220-2059

063-220-3292
비중화권 비자업무·유학생 지원

063-220-2060

063-220-3198 한국어교육센터

2) 단과대학 

   전담조교

063-220-2243 「인문대학」 유학생 학사 지원

063-220-2917 「경영대학」 유학생 학사 지원

063-220-2634 「공과대학」 유학생 학사 지원

063-220-2386 「문화융합대학」 유학생 학사 지원

063-220-2751 「문화관광대학」 유학생 학사 지원

063-220-2319 「사회과학대학」 및 「의과학대학」 학사 지원

3) 유학생 서비스센터
063-220-4750 TOPIK 지원·유학생 보험 지원

063-220-4799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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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치

 1 ) 국제교류원 유학생 관리팀: 국제관 203호

2) 단과대학 전담조교: 단과대학 행정사무실

3) 유학생서비스센터: 스타센터 A209호

라. 주요업무

 학사  수강신청, 성적, 장학금, 휴학, 복학, 제적 등

 학업  학업지원 프로그램, 전공 멘토링, 한국어 향상 멘토링, TOPIK 튜터링 등

 비자   비자신청, 외국인등록증 신청·연장, 비자변경,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허가, 출입국법 관련 업무

 생활  기숙사 신청, 문화체험, 무료 의료진료, 유학생보험 지원

 상담  학업 및 생활과 관련된 모든 상담

마. 중점 지원 프로그램

 첫째, 「공부하는 유학생활」 성공적인 학업 지원

•한국어 소통 능력 향상 멘토링

•전공학습 향상 멘토링

•TOPIK 고급 취득 대비 스터디 지원

 둘째, 「건강한 유학생활」 갑작스런 질병과 상해를 입었을 때 지원

•의료보험 의무가입 지원

•유학생 협력병원 진료비 감면 제도

•학교 방문 무료 진료서비스

•입원-퇴원 지원 및 병원비 지불보증 지원

 셋째, 「내 집 같은 유학생활」 한국 사회를 더 이해하도록 조기 정착 지원

•Host Family와 한국인 Mentor 결연

•문화적응 프로그램 지원

•유학생 원룸방문 상담 서비스

•학과별 유학생 전담 조교 지원

 넷째, 「함께하는 유학생활」 지역 사회의 협력과 유학생 커뮤니티 구축

•지역 봉사자를 통한 한국어교실 운영

•문화·스포츠 교류를 통한 사회통합

•국가별 유학생회를 통한 유학생활 안내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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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학기

내용 2020년 1학기 2021년 1학기

신입생 수강신청 3. 13.(금) 2. 26.(금)~2. 27.(토)

1학기 개강 3. 23.(월) 3. 2.(화)

1학기 수강신청 정정 3. 16.(월)~4. 3.(금) 2. 22.(월)~3. 5.(금)

1학기 수강취소 신청 4. 6.(월)~4. 17.(금) 3. 8.(월)~3. 26.(금)

중간고사 개강 후 8주차 개강 후 8주차

1학기 강의평가 6. 22.(월)~7. 14.(화) 6. 7.(월)~6. 29.(화)

기말고사 6. 29.(월)~7. 3.(금) 6. 14.(월)~6. 18.(금)

2학기 전과 신청 6. 29.(월)~7. 16.(목) 6. 14.(월)~7. 1.(목)

1학기 성적확인 7. 15.(수)~7. 21.(화) 6. 30.(수)~7. 6.(화)

1학기 성적등수 공개 7. 23.(목) 7. 8.(목)

2학기 수강바구니 8. 5.(수)~8. 9.(일) 7. 21.(수)~7. 27.(화)

2학기 수강신청 8. 19.(수)~8. 23.(일) 8. 4.(수)~8. 10.(화)

후기 학위수여일 8. 19.(수) 8. 18.(수)

나. 2학기

내용 2020년 2학기 2021년 2학기

2학기 개강 2020. 8. 31.(월) 2021. 8. 30.(월)

2학기 수강신청 정정 8. 24.(월)~9. 4.(금) 8. 23.(월)~9. 3.(금)

2학기 수강취소 신청 9. 7.(월)~9. 25.(금) 9. 6.(월)~9. 24.(금)

중간고사 개강 후 8주차 개강 후 8주차

보강주간 10. 26.(월)~10. 30.(금) 10. 25.(월)~10. 29.(금)

2학기 강의평가 12. 7.(월)~12. 29.(화) 12. 6.(월)~12. 28.(화)

기말고사 12. 14.(월)~12. 18.(금) 12. 13.(월)~12. 17.(금)

2021학년도 1학기 전과 신청 12. 14.(월)~2021. 1. 4.(월) 12. 13.(월)~2022. 1. 3.(월)

2학기 성적확인 12. 30.(수)~2021. 1. 5(화) 12. 29.(수)~2022. 1. 4.(화)

1학기 수강바구니 2021. 1. 20.(수)~1. 26.(화) 2022. 1. 19.(수)~1. 25.(화)

1학기 수강신청 2021. 2. 1.(월)~2. 10.(수) 2022. 1. 31.(월)~2. 9.(수)

학위수여식 2021. 2. 17.(수) 2022. 2. 16.(수)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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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졸업

1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1학기 2학기

(건축학과)

학사기간

학기과정

성적평가

졸업기준 취업성공

ⓘ 수강과목 ⓘ 출석 ⓘ 과제 ⓘ 시험

• 중간고사  

• 기말고사

• TOPIK 4급 취득 이상 증명서 제출
   (학과사무실 또는 국제교류원)

• 졸업 논문 또는 졸업 작품 제출
   (학과 마다 다르므로 과 사무실 문의)

ⓘ 수강신청 ⓘ 수업 ⓘ 시험&성적 ⓘ 방학

0.0~4.5

(F ~ A+)

• 중간고사  

• 기말고사

1주 8주(중간고사) 15주(기말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