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forms.gle/NUBcdvd8qCXuLj4GA 

 

"신청서는 영어, 스페인어 또는 중국어를 사용하여 Submittable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어, 아랍어, 벵갈어, 프랑스어, 아이티 프랑스어, 힌두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및 
우르두어의 번역 지원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신청서의 번역 지원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City Artist Corps 신청서는 영어, 스페인어 또는 중국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어, 아랍어, 
벵갈어, 프랑스어, 아이티 프랑스어, 힌두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및 우르두어 번역 지원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음에 귀하의 연락 정보를 제공하시면 City Artist Corps 파트너가 귀하에게 
연락하여 30분 동안 번역자와의 신청 지원 모임을 위한 일정을 잡아드릴 것입니다.  이 모임은 
3번째 신청 주기(2021년 8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마감)에 신청하는 신청인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공에는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예약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이 양식을 7월 24일 월요일 오후 
4시(동부시간)까지 제출하십시오. 
 
 



신청인 연락 정보 

 
본인은 개인 아티스트로서 혹은 개인 아티스트를 대신하여 신청합니다. * 
모든 신청인은 개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선정되는 경우, 그 자금은 신청 대상의 개인 아티스트에게 
배포되며 해당 아티스트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명 *  
이름 
성 
 
거리 주소 * 
자격 심사를 받으려는 신청인은 뉴욕시의 현재 거주자여야 합니다.  
 
시 *  
 
거주지 우편번호 *  
 
거주지의 NYC 카운티 *  
 
연락 이메일 *  
 
연락 전화번호 
 
웹사이트 
 
프록시: 귀하는 아티스트(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기입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다른 사람의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아니오.  저 자신이 신청인입니다. 
 
 
신청인의 창작 활동 
다음 질문들은 신청인의 창작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자격이 되려면, 신청인은 지난 2년 
동안(2019년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점부터 자신의 활동을 위한 꾸준한 헌신을 나타내는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의 현재 창작 활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예술의 분야를 선택하십시오. *  
 

공예 / 직물(세라믹, 유리, 목재, 금속, 섬유 및 혼합 매체 포함)  
안무 / 댄스(모든 형태의 댄스 및 안무)  
커뮤니티 아트 
설계 / 건축(환경적 및 기능적 설계) 



디지털 / 일렉트로닉 아트(기술이 작품의 창작의 필수 요소인 작품)  
민속 / 전통 예술(전통 예술 그리고 창작 및 문화적 표현의 작품)  
다분야 작품(하나나 다수의 작품에 여러 분야에 속하는 지식과 방법들이 통합됨)  
문학 예술(픽션, 논픽션, 시, 희극 및 시나리오 포함) 
음악 / 사운드(모든 스타일의 음악에서 작업하는작곡가) 
극장 및 공연(감독, 라이브 액션 및 인형극 포함)  
동영상 / 영화(모든 형태)  
비주얼 아트(그림, 사진, 인쇄, 소묘 및 조각)  

 
귀하의 현재 창작 활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분야를 선택하십시오.  저희는 많은 아티스트가 여러 
분야에 걸쳐 작업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현재 귀하의 작업을 가장 잘 포착하는 분야를 
선택하십시오.  
 
귀하의 창작 활동의 요약 – 다음 중 하나를 완료하십시오: *  

아티스트의 CV나 이력서의 업로드 
아티스트의 간략한 전기의 작성(최고 300자)  

 
귀하의 창작 활동의 실례.  다음 중 하나를 완료하십시오: *  

과거의 공공 참여 활동의 예를 제공(보도 자료나 뉴스의 업로드 또는 이에 대한 링크 제공)  
최근 작품의 샘플 제공(귀하의 창작 활동에 대한 최근 영상, 동영상, 오디오 또는 원고)  
과거의 큐레이터나 커뮤니티 아트 오거나이저가 작성한 추천서의 제공(서신이나 
이메일의 스크린샷의 업로드)  
 

모든 제공된 예는 지난 이(2) 년(2019년부터 현재까지) 동안의 어느 시점의 것이어야 합니다.  
 
City Artist Corps Grant 무상지원 공공 창작 참여 활동 
다음 질문들은 신청인이 City Artist Corps 무상지원 프로그램으로 발표를 계획하는 공공 창작 
참여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는 귀하가 확인받은 참여 활동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2021년 여름 및/또는 가을에 귀하가 계획하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다음 
질문을 기입하십시오.  
 
제안하는 공공 창작 참여 활동의 개요 *  
귀하의 활동 내용을 250단어 이하로 요약하십시오.  
 
귀하 활동의 온라인 발표를 요청하시는지요?  
예  
아니오  
 
저희는 가능하다면 모든 아티스트가 라이브로 발표되는 창작 참여 활동을 제안하도록 
권장합니다.  하지만신체부자유가 있으며/있거나 라이브 공연에 참여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면역억제에 해당하는 아티스트는 라이브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창작 참여 활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다른 아티스트와 협력하여 이번 공공 합작 참여 활동을 발표할 계획이신지요? *  
예  
아니오 
 
제안하는 공공 창작 참여 활동의 날짜 *  
귀하의 활동 날짜를 확인받아야 하는 경우, 계획하는 날짜를 알려주십시오.  여러 날에 걸쳐 
발표를 계획 중인 경우, 여기에 시작 날짜를 알려주십시오.  모든 활동은 2021년 10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공공 창작 참여 활동 날짜에 유연성이 있는지요? *  
예  
아니오 
귀하의 날짜에 유연성이 있는 경우 혹은 귀하의 제안한 날짜가 9월 2일 이후인 경우, 귀하의 
신청서는 무상지원의 3주기에 고려될 것입니다.  귀하의 신청서가 선정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귀하의 공공 창작 참여 활동의 홍보를 어떻게 계획하시는지요? *  
한도: 150 단어 
귀하의 창작 참여 활동을 일반 대중에게 마케팅하고 홍보하는데 대한 귀하의 노력을 간략히 
요약하십시오.  전용 소셜미디어 핸들이 있는 경우, 여기에 열거하십시오.  
 
공공 참작 참여 활동의 유형: *  
선택하십시오...  
귀하의 제안을 가장 잘 반영하는 활동의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참여 활동의 위치 - 자치구 *  
선택하십시오...  
 
참여 활동의 위치 - 우편번호 *  
 
참여 활동의 위치 - 유형 *  
 

장소와 협력 / 공동 발표 - 확인됨  
장소와 협력 / 공동 발표 - 확인되지 않음  
공공이나 개인 소유 위치에서 나 스스로 참여 활동을 조율  
페스티벌의 일부로 협력 / 공동 발표 
온라인 발표 



기타  
확실하지 않음  

 
귀하의 공공 창작 참여 활동에 참가하는 아티스트의 숫자는? *  
합계에 귀하를 포함하십시오.  
 
NYC 거주 및 나이의 증명  
유자격 신청인은 현재 뉴욕시의 거주자이어야 하며 2020년 1월부터 거주 상태를 유지했어야 
하고 또한 2020년 10월, 11월 또는 12월 가운데 하나(1)부터의 문서를 제공해야 자격이 됩니다.  
유자격 신청인은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2020년 10월, 11월 또는 12월에 발급된 
유효한 뉴욕주 ID와 같은 동일한 문서를 적절하다면 두 번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11월 또는 12월부터의 NYC 거주의 문서화. *  
수용되는 파일 유형: .doc, .docx, .pdf, .jpg, .jpeg, .png  
신청인은 2020년 10월, 2020년 11월 또는 2020년 12월의 공식 문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러한 달이 아닌 날짜의 문서들은 무자격으로 간주됩니다.   
문서는 신청인의 전체 이름, NYC 주소 및 날짜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부 정보만 있는 
문서는 무자격으로 간주됩니다.  
문서는 공식 인쇄지를 사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가능한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틸리티 
청구서, 은행 명세서나 청구서, 크레딧 카드 명세서, 2020년 11월이나 12월에 발급되고 NYC 
주소가 열거된 유효한 정부 ID, 거주지 리스 계약서, 2020년 10월, 11월 또는 12월에 발급된 
idNYC, 룸메이트 계약서, 렌트 영수증이나 렌트 증명서, 스튜디오 아파트 리스 계약서 또는 위의 
내용을 열거하는 모든 양식의 공식 문서.  
이 정보는 외부 패널에 의해 검토될 것입니다.  일체의 민감한 정보를 삭제하십시오.  
 
나이의 증명 *  
수용되는 파일 유형: .doc, .docx, .pdf, .jpg, .jpeg, .png  
유자격 신청인은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발행한 ID나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여권의 사본을 업로드하십시오.  idNYC는 수용되는 문서의 형태입니다.  
 
신청인의 인구통계 정보  
City Artist Corps Grants가 의도하는 바는 COVID-19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NYC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의 지원입니다. 저희는 인구통계 정보의 수집을 통해 수령인들이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인구통계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뉴욕 아트 재단(NYFA), 뉴욕시 문화부(DCLA) 및 
시장실 산하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사무실(MOME)에서 NYC에서 거주하하며 창작하는 
아티스트의 생태계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제공된 정보는 보관하거나 신청서와 함께 
수집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구통계 정보는 익명으로 수집되고 DCLA 및 MOME 그리고 반복 무상지원 파트너 조직의 
사무 직원과 공유될 것입니다.  NYFA는 모든 배경과 분야의 아티스트의 지원에 헌신하며, 모든 
프로그램에 걸쳐 형평성, 다양성, 포괄성 및 접근성의 가치를 향해 진력할 것입니다.  
 
저희 휍사이트에서 NYFA의 DEIA 진술문을 읽으십시오: 
https://www.nyfa.org/Content/Show/About-NYFA  
 
귀하의 성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  

여성  
남성  
트랜스젠더 여성 
트랜스젠더 남성 
성별 변종 / 비합치 
공개를 원하지 않음 
스스로 기술을 원함 

 
귀하는 자신을 어떻게 간주하십니까? *  

무성  
양성애자  
게이  
스트레이트(이성애자)  
레즈비언  
범성욕주의  
퀴어  
공개를 원하지 않음 
스스로 기술을 원함 

 
귀하는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십니까? *  

아시아인/동아시아인/남아시아인/동남아시아인 
흑인/아프리카인/카리브해인/미국 흑인 
히스패닉/라틴계/멕시코계 미국인 
서남아시아인(중동)/북아프리카인(SWANA/MENA)  
다인종 
하와이 원주민이나 기타 태평양 도서주민 
미국 원주민/알라스카 원주민/원주민/퍼스트네이션 
백인 
공개를 원하지 않음 
스스로 기술을 원함 

 
귀하는 자신을 신체부자유자로 생각하십니까? *  



예 
아니오  
공개를 원하지 않음 

 
출신 국가: *  
한도: 6단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Prefer not to answer(대답을 원치 않음)"이라고 쓰십시오. 
 
귀하의 2020년도 연간 가구 소득을 선택하십시오: *  

$0 ~ $10,000  
$10,001 ~ $40,000  
$40,001 ~ $85,000  
$85,001 ~ $163,000  
$163,001 ~ $207,000  
$207,001 ~ $518,000  
$518,001 이상 
공개를 원하지 않음 

 
본인은 City Artist Corps Grants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본인이 이 신청서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본인의 능력이 미치는 한 사실이며 확인가능함을 단언합니다.  
 
City Artist Corps Grants에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