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AMERICAN FOUNDATION HAWAII

Grant Application Guidelines
MISSION  

Korean American Foundation Hawaii (“Foundation”) mission is to promote Korean culture, heritage and history; enhance 
and encourage educational and community activities to benefit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heritage 
and history; and annually commemorate the January 13, 1903 arrival of the first Korean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and Hawaii. 

ELIGIBILITY AND RESTRICTIONS

The Foundation will fund a limited number of projects that advance our mission.  Grants are for a one year term.  It must 
only be used for the purpose stated in the grant award letter. 

 Applicants must be a Hawaii based non-profit organization in existence for three years with a record of service to the 
community

 Projects must have relevance to the Korean community in Hawaii.
 Foundation will award no more than one grant to an applicant at a time and no more than one grant in any calendar 

year.
 Foundation does not serve as the sole funder of any applicant and generally does not serve as the sole funder for any 

project.  Request may not exceed 50% of the project budget.
 Foundation will not accept incomplete applications or applications from applicants with overdue final reports.
 All previous grants must be completed with the submission of a final report before an applicant is eligible to apply for 

a new grant.

Grants will not normally be provided for:

 Activities to replace government support     Religious activities 
 Political funds        Purchase of equipment or supplies
 Individuals or for the benefit of identified individuals    Projects that have already occurred

APPLICATION PROCEDURE

Application must be submitted online at info@kafoundationhi.org. Applicants must submit along with the Grant 
Application, a Proposal Narrative using the headings in the Proposal Narrative section below.

PROPOSAL NARRATIVE  (Maximum two pages, single spaced using 12 point font)

 ORGANIZATION: Describe the organization, including its mission statement, year established, current officers and 
Board of Directors. 

 NATURE OF PROJECT: Describe the purpose of the project and how it relates to the Foundation’s mission.   Describe 
who will benefit from the project including an estimate of size or numbers participating or impacted.

 ACTIVITIES: Describe the activities to be performed and a timeline.  If the project is a partnership, describe each 
partner’s role.

 EXPECTED RESULTS: Explain how participants or the community will benefit.

 FUNDING PLAN: Explain the project budget. (Show anticipated income and source(s) and anticipated expenses)

 RECOGNITION OF KAFH: Plans for acknowledging Foundation’s grant.  

SUBMISSION DEADLINES

Applications submitted by April 1 will be considered at the Foundation’s Board of Directors’ meeting in May and 
applications submitted by October 1 will be considered at the Board’s November meeting.  Completed applications must 
be submitted by 5:00 p.m. on the deadline dates indicat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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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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