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지원
NYFA 는 모든 배경과 창작 커리어의 모든 단계에 해당하는 아티스트를 지원하는데 진력합니다.
저희는 유색인 아티스트, LGBTQ+ 아티스트, 이민자 아티스트 그리고 신체부자유가 있는
아티스트의 신청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신청을 위한 편의나 도움을 요청하려면, CACGrants@nyfa.org 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저희
직원이 마감일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주기의 종료 날짜 전에
가능한 한 일찍 편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파트너 조직을 통해서 추가의 기술적 지원의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인은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

현재 유지하고 있는 예술 활동의 문서화:
가능한 문서들:
● 창작 활동을 열거하는 최근의 아티스트 CV 나 이력서(날짜가 열거되어야 합니다).
또는
●

지난 2 년에 걸친 아티스트의 활동과 업적을 묘사하는 최고 300 단어의 간략한
전기. 적절한 경우 날짜와 위치를 열거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가운데 한 가지:

●

공공 참여 활동의 예: 2019 년부터 현재까지의 아티스트의 창작 활동에 대한 보도
링크/뉴스 한 가지.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전시회/쇼 보도 자료,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전시/쇼 리뷰, 또는 아티스트의 창작
활동의 전시나 쇼의 홍보 자료 또는 기타 출판된 온라인 문서.

●

●

2019 년부터 오늘까지 지난 2 년 동안 창작한 최근 작품의 샘플: 신청인은 영상,
오디오 녹음, 짧은 동영상 클릭 또는 PDF 원고(발췌만 해당)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추천서: 지난 3 년 동안 창작 작업과 관련해서 아티스트와 협력한 과거의 큐레이터,
제작자, 문학 관련 매니저, 교육 담당자 또는 지역사회 예술 오거나이저가 작성한
짧은 추천서. 이 추천서는 인쇄된 용지나 이메일 주소 및 날짜가 보이는 이메일을
사용하고 서명과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

City Artist Corps Grants(시 아티스트 단체 무상지원) 프로젝트의 공공 창작 참여
활동에 관한 개요

○

제안하는 창작 참여 활동의 개요, 자신이 제안하는 활동을 250 단어 분량으로

○

제안
제안하는 참여 활동의 일자

○

자신의 참여 활동을 일반 대중에게 어떻게 홍보를 계획할 것인가?
그리고 다음을 명시하는 일련의 객관식 질문에 대한 대답:

●

●
●

창작 참여 활동 위치
참여하는 아티스트의 추정 숫자

●

참여 활동의 유형

NYC 거주를 증명하는 문서: 신청인은 2020 년 10 월, 11 월 또는 12 월부터 NYC 거주를
확인해주는 공식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이름, 날짜 및 NYC 주소를 기술하는 공식 문서;
○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로써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유틸리티 청구서, 은행 명세서나
청구서, 크레딧 카드 명세서, 2020 년 11 월이나 12 월에 발급되고 NYC 주소가
열거된 유효한 정부 ID, 거주지 리스 계약서, 2020 년 10 월, 11 월 또는 12 월에
발급된 idNYC, 룸메이트 계약서, 렌트 영수증이나 렌트 증명서, 스튜디오 아파트
리스 계약서 또는 위의 내용을 열거하는 모든 양식의 공식 문서.

●

나이 증명: 패스포트나 idNYC 를 포함하여 주에서 발급된 ID 를 업로드하십시오.

모든 질문은 CACGrants@nyfa.org 로 문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