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학습도시 전주

천년고도 전주의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옛 부터 뛰어난 교육환경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춘 

문화와 교육이 살아있는 도시 전주

학습을 통해 삶의 다양한 변화를 제시하는

시민에게 다가서는 평생학습도시 전주

시민들의 열정과 의지를 담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평생학습으로 행복한 도시 전주

평생학습의 시작

평생학습의 허브 

그 중심에

전주시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 전주평생학습한마당 개최

▶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 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 네트워크

▶ 평생학습 실무자 네트워크 구축

▶ 평생학습 종합정보 제공

인력양성

▶ 평생학습 우수강사 프로그램 양성

▶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 독서동아리 연합 운영지원

▶ 학습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 평생학습 동아리 길잡이 양성

시민교육

▶ 인문학 활성화 사업

▶ 인문학 향기 넘치는 전주

▶ 한옥마을 한자문화캠프

▶ 성인문해교육 전주희망학교 

▶ 자체프로그램 활성화(평생학습대학운영)

▶ 평생학습 성과 발표회

부설운영

▶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운영

561-82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구총목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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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안내

주요기능

이용시간 

헬 스 장

월~목  09:00~21:00   /   금 09:00~18:00

월~금  09:00~21:00  /  토 09:00~18:00
휴무 매주 일, 공휴일

전주시평생학습센터

버스노선 3-1, 3-2, 4-1, 4-2, 105, 121, 429

불 낙 불 시 학  불 학 불 시 락

↓

즐겁지 않으면 배움이 아니고, 

배우지 않으면 즐겁지 않다.



네트워크 시민교육 부설운영

인력양성

150여개 평생학습기관과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풍요로운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나갑니다.

평생학습 기관 네트워크

▶ 전주평생학습한마당 개최

▶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 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 네트워크

평생학습 실무자 네트워크

▶ 전북지역 평생학습 실무자 네트워크 

▶ 전주시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

평생학습 종합정보 제공 

▶ e -고리 발행

▶ 평생학습 프로그램 통계조사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고와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평생학습 

관계자에게 맞춤형 재교육을 실시하여 지역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평생학습 우수강사 양성

▶ 평생학습 우수강사 프로그램 양성

▶ 학습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 동아리 예산·공간 지원

▶ 평생학습 동아리 길잡이 양성

▶ 평생학습 동아리 학습나눔 운동 전개

독서 동아리 연합체 운영 지원

▶ 전주시민 독서 토론 문고 운영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 스스로 성장하고, 삶의 변화를 통해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갑니다. 

인문학 활성화 사업

▶ 유쾌한 인문학 강좌

▶ 전주인문학한마당

인문학 향기 넘치는 전주

▶ 성인, 어린이 대상 인문학 특상 운영

한옥마을 한자문화캠프

▶ 동계·하계 캠프 운영

성인문해교육 전주희망학교 운영 

▶ 한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께 한글 배움의 기회를 제공

    (수시모집) 문의 : 063-241-1123

자체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 평생학습대학 

    4개월 단위 3학기제 운영(1~4, 5~8, 9~12)

▶ 평생학습 성과 발표회

 

가장 한국적인 문화연수와 사상의 중심에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이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문화연수

▶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2학3례(二學三禮, 한국의 정신, 명심보감, 

    사상견례, 향음주례, 향사례)

가장 한국적인 교육사업

▶ 한국의 사상 강좌

▶ 한국의 고전 따라 읽기

가장 한국적인 출판사업

▶ 전주정신을 담은 도서 시리즈 출간(유료판매)

    (전주동헌 이야기, 완판본, 전북의 선비 이야기)

    판매문의 : 전주전통문화연수원 063-288-9242

주요사업 공간소개

B1F

1F

2F

3F
301학습실

302학습실

303학습실

202 203 204

205공연장

주민센터

헬스장
주차장

전시실

중대본부사무실

         학습동아리실

학습동아리 모임공간으로 공간지원을 신청하시는 동아리에 한해 공간을 

지원해 드립니다.

        시민독서토론문고

전주시민독서동아리연합 회원들에게 책을 대여해드립니다.

시설대관 문의, 학습동아리실 문의  063-241-1123

전주전통문화연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