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KF 대학원생 장학지원 사업 FAQs 
KF Fellowship for Graduate Studies FAQs 

2021.03 
 
 

Q: 신청서 작성 시 어떤 언어로 작성해야 하나요? 

A: 온라인 신청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어/영어로만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첨부하는 계획서에 7. 학업/연구 계획은 

일본어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Q: In what language should I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A: The online application must be completed in Korean/English only. However, in the attached proposal, 7. 
Study/Research Proposal can be written in Japanese. 
 
 
 

Q: 석사 과정으로 KF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박사 과정에 진학하면서 KF 장학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 또는 수혜 연장자 중 무엇으로 분류되나요? 

A: 신청자의 신규/ 연장 여부는 학위(석사 또는 박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석사로 KF 장학금을 

받았고, 박사로도 받고자 한다면 박사과정 ‘신규 신청자’로 지원하면 됩니다. 
Q: I received KF Fellowship award while studying for my master’s degree. I have now entered a 
doctoral degree program. Should I apply as a renewal applicant? 
A: Whether you are renewal or new applicant is decided by degree level (master level/ doctoral level). If you received 
KF Fellowship for the master degree, and want to receive our scholarship for the doctoral degree as well, you should 
apply as a ‘new applicant’ for doctoral degree. 
 
 
 

Q: KF 장학금과 다른 장학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다른 장학금과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KF 장학금이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합한 금액보다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다른 장학금 동시 수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한국의 다른 기관 장학금은 

제외). 그 경우 다양한 상황이 가능하므로 재단에 개별적으로 문의 바랍니다. 
Q: Can a program fellow simultaneously receive additional assistance from other sources? 
A: KF regulations do not permit recipients of KF fellowships to be granted any other fellowship in a single period. 
However,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fact that our fellowship does not cover full tuition and living expenses in some 
regions, we have begun exceptionally allowing recipients to concurrently receive fellowship(s) granted by other 
institutions (except for institutions in Korea). In this case, please contact the Foundation individually since there could 
be various situations. 
 
 
 

Q: KF 장학금 수혜기간 중 휴학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혜기간 중 휴학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질병과 사고 등 불가피한 이유로 

휴학하게 될 경우, 재단에 휴학 예정기간 및 사유를 알려주시고, 수혜기간 동안의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휴학 기간에 해당하는 장학금은 재단 계좌로 환입해야 합니다.  
Q: I’m planning to take time off at school for a period of time. What should I do? 
A: In principle, you should devote yourself to studies during recipient period. However, if you need to take time off due 
to inevitable reasons (for example, outbreak of disease or accident), you are required to report a reason and period of 
your leave of absence at school. Also, a final report should be submitted. Part of support funds equivalent to the leave 
of absence must be returned to the Found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