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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1[대학본부 및 인문과학대학]

교육혁신센터 S01-0304

교수학습개발센터 S01-0303

학생복지과 S01-0221

기초교양대학 S01-0517

언어교육원 S01-0501

국어문화원 S01-1113

CORE 사업단 S01-0409

S02[학생회관]

학생상담센터 S02-0308

S03[공과대학 1호관]

공학교육혁신센터 S03-0207

S08[교수회관]

취업지원실 S08-0201

글로벌인재개발센터 S08-0201

다우미디어센터 S08-B104

S10[한림도서관]

도서관
S10-0207
S10-0301

LINC+ 사업단 S10-B205

창업교육센터 S10-B205

현장실습지원센터 S10-B205

S14[산학관]

창업지원단 S14-0308

비교과 운영부서

승학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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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석당박물관]

석당박물관 B01-0102

B04[종합강의동]

교수학습개발센터 B04(B)-1208

국제교류과 B04(C)-0116-3

취업지원실 B04(C)-0116-7

글로벌인재개발센터 B04(C)-0116-7

학생상담센터 B04(C)-B102-1

입학사정관실 B04(C)-B105

B05[국제관]

공자아카데미 B05-B105

부민캠퍼스

■    교육혁신센터  Tel. 051)200-6296~7    ■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하단동)    ■



비교과 운영체계 및 DECO 포인트

DECO시스템 DECO시스템은 교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합 및 관리하여 다

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손쉽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교육프로그램(Extra-Curricular Program)으로서 교내 

각종 특강, 봉사활동, 진단검사, 멘토링 및 공모전 등을 포함하는 경력개발 활

동을 의미합니다.

비교과
교육과정

의미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

대상 재학생 및 휴학생

DECO 
포인트 
부여기준

● 비교과 프로그램별 설정된 점수에 따라 DECO 포인트 부여

● DECO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포인트 지급

DECO 
포인트 
지급방법

● 프로그램 종료 후, 비교과 프로그램 담당자는 1주 이내 수료처리 

● 학생들은 프로그램 운영종료 후, 2주 이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여 비교과 포인트 수령 가능

●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이 2주 이내 만족도 조사에 불참할 경우, 비교과 포인트 소멸

참여방법

STEP 1 시스템에 접속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확인 및 신청

STEP 3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STEP 5 매 학년도 말 비교과 DECO 장학금 대상자 확인

STEP 2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및 이수

STEP 4 적립된 비교과 DECO 포인트 확인

STEP 6 장학금 수령 (학생정보에 등록된계좌로 지급)

Dong-A Extra-curricular & COmpetency

자주 묻는 질문들FAQ
비교과 DECO장학금

적용기간

매년 1월~12월까지 적립한 포인트를 

기준으로 장학금 대상자 선정

(단, 2018학년도 장학금은 2018년 

3월 ~ 12월까지 적립한 포인트 기준)

장학금 지급시점(2019-2월)기준,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중 비교과 

DECO 포인트 적립상위자 선발

지급대상

장학금액

최대 100만원(등록금 초과 지급가능)

구분 장학금액 지급인원

대상 1,000,000원 1명

최우수상 500,000원 6명

우수상 300,000원 30명

장려상 100,000원 150명

DECO 포인트를 받으려면 예전처럼
비교과 스탬프북에 도장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수료자에 한하
여 활동 종료 후 DECO 홈페이지에서 2주 
이내에 만족도 조사를 완료하면 포인트가 
자동 적립됩니다.
※ 만족도 조사 미참여 시 포인트 지급 불가
※ 단, 만족도 조사를 2주 이내 실시하지 않을 경우, 

DECO포인트 소멸

전액장학생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타 장학금과는 다르게 전액장학생도 지급 
가능합니다.(장학내역에 포함되지 않음)
단, 장학금이 지급되는 매년 2월초 기준으
로 재학생 또는 휴학생만 지급 가능합니다.

외부활동, 자격증 취득, 헌혈 등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교내 각 부서 또는 단과대학, 학과에서 모집 
및 운영한 비교과 프로그램만 해당됩니다.

DECO 홈페이지는 어떻게 접속하나요?

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또는
학생정보시스템에서 접속 가능합니다.

http://deco.donga.ac.kr

방학 때 활동했던 프로그램도 
DECO포인트 에 해당되나요?

해당됩니다.
매년 1월~12월에 활동완료된 프로그램은 
다음해 2월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2018년 3월~4월

참여 프로그램은

DECO시스템을 통해 

만족도 조사 실시 후

포인트 수령가능

(5월 3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