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vernment of Canada Awards - Post-Doctoral Research Fellowships (PDRF) 

캐나다 정부 학자금 프로그램(GCA)- 박사 후 과정자 대상 학자금 프로그램 (PDRF) 

1.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소개  

캐나다 정부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GCA)의 일환으로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국공립 대학교 혹은 연계 

연구 기관의 박사 후 연구 과정 장학생을 선발, 학자금(1 년)을 지원한다. (PDRF, Post-Doctoral 

Research fellowships) 

최근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장래가 촉망되는 자연과학, 엔지니어링, 사회과학, 인문학 분야의 

인재들에게 학자금 프로그램 선발 기회가 주어지며, 전문예술가 혹은 환자치료와 관련된 의료연구나 

트레이닝은 제외된다. 

2. 장학금: $36,500 CAD (캐나다 과세대상임- 세금부과) 

- 부양 가족 지원금 불포함 (부양가족과 함께 캐나다 거주 시 그에 따른 충분한 자금 필요) 

3. 장학기간: 1 년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갱신 불가) 

4.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 및 의의 

캐나다 정부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The Government of Canada Awards)은 캐나다와 외국 정부 

상호간의 협정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박사 후 과정자 대상 학자금 프로그램(PDRF)를 통해 장래가 

촉망되는, 캐나다 국공립 대학교 혹은 관련 연구 기관에서 최근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에게 연구 

기회를 제공 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현 박사 과정생들이 더욱 활발히 캐나다 내에서 

리서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연구자 자신의 커리어 발전과 함께 프로그램 지원자가 

속한 연구 팀과 캐나다 국가적 차원의 연구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5. 지원자격 (대한민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캐나다 영주권 신청자는 지원 불가능) 

- 지원 마감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모든 과정 완료) 후 3 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캐나다 대학 혹은 연계 연구 기관 박사 후 과정 입학 허가서 취득자 

** 캐나다 정부 장학금 수혜사실이 없는 지원자 우선 선발 

6. 지원조건: 지원 전 반드시 모든 지원 조건 (Terms and Conditions)을 확인해야 함 

http://www.cicic.ca/664/Directory-of-Universities-Colleges-and-Schools-in-Canada.canada
http://www.scholarships-bourses.gc.ca/scholarships-bourses/assets/pdfs/20110831-PDRF-Terms-Modalites.pdf


7. 지원절차 

지원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마감일 이후 제출된 지원서 혹은 내용이 불충분한 지원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1) 온라인 지원서 모든 부분 빠짐 없이 작성 후 제출 

(2) 추천서 3 장 - 캐나다 내 장학금 담당관(admin-scholarships-bourses@cbie.ca)과 주한 

캐나다 대사관(seoulacademicaffairs@international.gc.ca)으로 추천인이 제출 (추천서 제출 

방법 정확히 확인 요망)  

(3) 모든 추가 서류 파일을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제출 (USB 에 저장하여 아래 주소로 제출/ 봉투 

겉면과 USB 에 지원자 이름 명기) 

주한캐나다대사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 번지 (100-120) 

온라인 지원서 작성 안내 

 지원서의 모든 내용은 주어진 안내문을 참고하여 빠짐 없이 작성 

 제출 전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재확인 

 제출 전 지원서를 프린트하여 하드 카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음 

 SUBMIT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하면 확인 페이지에서  reference 번호 확인 

가능함. 

추가 서류 안내 

아래 열거된 추가 서류는 추천서를 제외하고 모두 온라인 지원서에 업로드 되어야 함. 추가로, 제출한 

서류 파일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도 제출해야 함. (이메일 주소: 

seoulacademicaffairs@international.gc.ca) 추가 서류 제출에 대한 안내문을 참고해서 작성.  

추가 서류: Letter of Intent, 연구 프로포절, 이력서, list of publication, Letter of Invitation, 학위증, 

추천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페이지 참고) 

(1) Letter of Intent: 학자금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지원자의 경력(연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해당 국가,기관,수퍼바이저를 선택한 근거 등을 포함하여 작성 (2 장 이내) 

(2) 연구 프로포절(Research Proposal): 지원자가 추구하는 연구의 성격, 목표, 연구방법, 접근방식 

포함, 프로포절 내용은 분명하고 알기쉬운 표현으로 작성 (장학생 선발 위원회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들이며, 지원자의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닐 수 있음)/ 프로포절 

내용은 지원자가 독립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인용시 적절히 표기 (4 장 이내) 

(3) 이력서: 사진 혹은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는 불포함하여 작성 (4 장 이내) 

(4) List of publication: 지원자가 집필(혹은 공동집필-명시)한 논문 등(scholarly publications) 목록/ 

3 개 이내의 논문에 대한 500 자 이내의 개요(abstract)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전문을 

보내면 안됨.  

(5) Letter of Invitation: 공인 캐나다 대학,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공식 레터지에 작성. 수퍼바이저를 

명시해야 하며, 예정 수퍼바이저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함 (2 장 이내) 

(6) 학위증(Copies of Degree Certificates/Diploma’s): 학사학위, 석사학위증 포함/ 영문 학위증이 

아닌 경우 반드시 공인 번역가에 의해 영어 혹은 프랑스어로 번역된 내용 포함 

(7) 추천서(3 장): 추천인은 지정된 양식을 이용하여 추천서 작성 후 직접 캐나다 내 장학금 

담당관(admin-scholarships-bourses@cbie.ca)과 주한 캐나다 

대사관(seoulacademicaffairs@international.gc.ca)에 제출 (pdf 형식으로 제출하되, 지원자 

영문 이름 메일 제목에 명시). 지정된 마감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함. 

추천인은 추천서를 작성할 때 위의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되 추천인의 서명이 있는 기관 공식 

레터 1 장을 추가로 보낼 수 있음. 지원자를 알고 지낸 기간, 지원자의 역량, 지원자와의 

http://www.scholarships-bourses.gc.ca/scholarships-bourses/assets/pdfs/20110831-PDRF-Guidelines-Lignes-Directrices.pdf
http://www.scholarships-bourses.gc.ca/scholarships-bourses/assets/pdfs/20110831-PDRF-Recommendation-recommandation.pdf


관계(학사학위 지도교수/박사학위 지도교수 등), 추천인이 생각하는 지원자의 연구 능력과 성과, 

지원자의 연구 프로그램의 적합성 등 견해 포함. 

추천서는 학사 혹은 석사 학위 과정의 지도교수(Supervisor)와 박사학위 과정 

지도교수(Supervisor)로부터 각각 1 장씩 받아야 하며, 나머지 한 장은 지원자의 연구 성과 혹은 

경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교수 혹은 고용인으로부터 받아야 함 

8. 접수마감일 

2011 년 11 월 12 일 자정 전까지, 마감일 이후 제출된 지원서 혹은 내용이 불충분한 지원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letters of invitation, 추천서 등)의 경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마감일에 늦지 않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함. 지정된 마감일보다 추천서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9. 선발 과정 

1) 1 차: 캐나다 대사관 심사 1 차 심사 통과된 서류만 캐나다 정부 장학생 선발 위원회에 송부됨 

2) 2 차: 캐나다 정부 장학생 선발 위원회 (캐나다의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학계 인사들로 구성됨) 

3) 최종 선발: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DFAIT). 

10. 선발기준:  

-연구내용: 연구의 자체의 본질,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기관과의 적합성 등 

-지원자의 자질: 추천서 내용 포함, 전체 지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의사소통, 대인관계능력과 리더쉽 등의 역량 

* 최종 선발 심사 기준 - 연구 내용 (연구계획서의 질과 연구의 우수성), 추천서와 지원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지원자의 동기, 자질, 리더십 등 

11. 1 차 심사 결과 발표: 2012 년 4 월 30 일까지 1 차 심사 합격 사실 이메일 통보 (지원서 내 정확한 

이메일 주소 작성 요망) 

12. 유의사항 

 박사후과정자 대상 학자금 프로그램 지원시 해당 절차와 과정을 모두 따라야 함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자금 지원 여부에 따른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음 

지원 전 반드시 아래 웹페이지의 안내 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cholarships-bourses.gc.ca/scholarships-bourses/non_can/pdrf-

  brpd.aspx?lang=eng&view=d

Online Application 

(https://w01.scholarships-bourses.gc.ca/form-
 formulaire/postdoc.aspx?lang=eng)

 

http://www.scholarships-bourses.gc.ca/scholarships-bourses/non_can/pdrf-brpd.aspx?lang=eng&view=d
http://www.scholarships-bourses.gc.ca/scholarships-bourses/non_can/pdrf-brpd.aspx?lang=eng&view=d
https://w01.scholarships-bourses.gc.ca/form-formulaire/postdoc.aspx?lang=e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