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AMERICAN FOUNDATION HAWAII

지원자 가이드라인
사명 
KAFH(“Foundation”)의  사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내 한국 문화와 유산을 알리고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지역사회에 한국 문화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1903년 1월 13일은 최초로 한인 이민자가 미국과 하와이에 도착한 날이며 이 날을 매년 기념합니다.   

자격요건 및 제한사항 
KAFH는 재단의 사명을 증진시킬 몇몇 프로젝트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자금 운용기간은 1년입니다. 이 자금은 
지원자가 신청서에 명시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 가능 요건은 최소 지난 3년 이상 하와이에 본부를 둔 비영리조직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자의 프로젝트는 하와이 한인 사회와 관련 있어야 합니다.
 KAFH는 신청자에게 한 해 한 번의 기금만 제공합니다. 
 KAFH의 기금은 지원의 유일한 재정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금은 유일한 
자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 요청은 프로젝트 예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완성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접수 기한을 넘겨 제출한 지원서는 받지 않습니다.
 과거에 기금을 수령한 지원자는 새로운 기금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금이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정부 지원을 대체 하는 사업 활동     장비 또는 소모품 구매 
 종교활동        개인 또는 특정인의 사익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지원 절차 
지원자는 반드시 온라인 info@kafoundationhi.org 를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서와 함께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안서는 아래 설명(The Proposal Narrative)을 참고해 작성하면 됩니다.  

제안서 작성법   (최대 2페이지, 줄간격 1, 글자크기 12포인트)
 조직 : 조직의 사명, 설립 연도, 현 임원 및 이사회를 포함해 지원자의 조직 구성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프로젝트 성격: 프로젝트의 목적을 서술하고 본 재단과의 관련성을 기술하십시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혜택을 누릴 
대상이나 그룹의 대략적인 규모와 숫자를 설명하십시오. 

 활동 : 조직이 수행할 활동 내역과 일정을 기술하십시오. 프로젝트가 파트너십인 경우 각 파트너의 역할을 설명하십시오.
 예상 결과 : 참가자 및 하와이 지역사회가 귀하의 프로젝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설명하십시오.
 자금 계획 : 프로젝트 예산을 설명하십시오.  (예상 수입, 출처, 예상 지출 비용 등 표기)
 KAFH의 공인(公認) : 재정보조금을 받은 후 KAFH를 공인할 계획을 명시하십시오. 

제출 기한 
지원자는 반드시 2018년 4월 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단 이사회는 지원자의 서류를  5월부터 검토할 
예정입니다. 10월 1일까지 제출된 지원서는 11월 회의에서 검토 할 예정입니다. 작성이 끝난 신청서는 위에 명시된 마감 
날짜 오후 5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