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York Foundation for the Arts (뉴욕 아츠 재단, NYFA) 는 시장실 소속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MOME) 사무실 그리고 Queens Theatre 의 지원을 통해 New York City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뉴욕 시 문화부, DCLA)와 협력하여 City Artist Corps Grants(시 

아티스트 단체 무상지원)를 출범시키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City Artist Corps Grants 는 City Artist Corps 의 일부이며, 팬데믹에 의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과 연방정부로부터의 자금 지원 기회를 놓친 아티스트를 돕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2500만의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City Artist Corps Grants가 의도하는 바는 COVID-19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NYC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의 지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여름 7 월 1 부터 뉴욕시의 5 개 

자치구에서 작업하고 대중과 함께 하는 아티스트를 돕기 위해 3000 여 아티스트에게 $5,000 

무상지원을 1회 제공할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작업하는 아티스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City Artist Corps Grants 신청서 및 무상지원 발표는 여러 주기에 걸쳐 여름 동안 제공될 

것입니다.  각 주기 동안 아티스트의 자격을 선별하여 무상지원 수령인이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City Artist Corps Grants는 무상지원 및 아트 서비스 조직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의 방대한 문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봉사의 지원, 장래의 신청인들을 위한 기술적 

지원의 제공 그리고 무상지원 수령인에게 선별 과정의 알림을 실행하게 됩니다. 

협력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sian American Arts Alliance, A.R.T./New York, Black Public 

Media, Brooklyn Arts Council, Bronx Council on the Arts, Bronx Documentary Center, 

Dance/NYC, Firelight Media, Flushing Town Hall, Indie Theater Fund, Lower Manhattan Cultural 

Council (LMCC), MakerSpace NYC, New Music USA, Poets & Writers 그리고 Staten Island Arts. 

City Artist Corps Grants를 통한 모든 무상지원의 기회는 다음의 동일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 제안하는 창작 참여 활동: 

○ 예술이나 창작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 라이브 그리고 직접 발표해야 합니다. 

■ 신체부자유가 있으며/있거나 라이브 공연에 참여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면역억제에 해당하는 아티스트는 라이브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창작 참여 

활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NYC(5개 자치구)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 일반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티켓 사용 프로그램이 가능하지만 모든 

티켓은 무료여야 합니다.  

○ 옥내나 옥외 모두 가능합니다. 

● 아티스트는 한 가지 활동 이상을 발포할 수 있으나 $5,000 무상지원을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337-21/recovery-all-us-mayor-de-blasio-city-artist-corps#:~:text=Recovery%20for%20All%20of%20Us%3A%20Mayor%20de%20Blasio%20Announces%20City%20Artist%20Corps,-May%206%2C%202021&text=NEW%20YORK%E2%80%94Mayor%20Bill%20de,of%20the%20city%20this%20summer.


● 무상지원의 일부를 신청하는 아티스트와 그의 활동 지원에 참여하는 다른 아티스트를 

위한 아티스트를 위한 아티스트 수수료의 지원에 사용하도록 강력히 추천합니다. 

● 아티스트는 장소와의 협찬을 통하거나 스스로 발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활동 도중에 촬영한 최소 2 매의 사진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이 사진은 해당 활동이 

완료되면 참석자 숫자와 함께 귀하의 최종 보고서를 통해 공유될 것입니다). 

● 창작 참여 활동이 새로운 작업을 선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작품/쇼/전시의 

재공연일 수 있습니다.  

● 해당 활동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한, City Artist Corps Grants 를 2021 년 7 월 

10 일부터 10 월 31 일까지 NYC 에서 여름으로 예정되고 확립되어 있는 활동을 

보완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자격 창작 참여 활동의 유형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음악, 댄스, 연극, 문학작품 낭독 공연 

●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하는 미술 창작 워크숍 

● 영화나 기타 매체 작품의 공개 상영 

● 커뮤니티 센터나 기타 공공이나 개인 장소(아파트 갤러리 셋업 등)에서의 미술 전시회 

● 벽화 그리기와 같은 미술 작업의 라이브 체험 

● 하계/춘계에 예정된 이미 확정되거나 반복적인 창작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 위의 모두는 독자적으로 일정을 잡거나 이미 여름으로 예정된 기존의 축제나 프로그램의 

일부로 선보일 수 있습니다 

무상지원 신청 공개 일자 

창작 참여 활동은 2021년 10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주기 1 

2021년 7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참여 활동 

시작: 6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종료: 6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수령인에게 통지: 7월 2일 금요일 

신청 주기 2 

2021년 8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참여 활동 

시작: 7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종료: 7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수령인에게 통지: 8월 2일 월요일 

 

신청 주기 3 

2021년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참여 활동 

시작: 7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종료: 8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수령인에게 통지: 8월 25일 수요일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 신청인은 뉴욕시(5 개 자치구)의 현재 거주자이며 2020 년 1 월무터 거주 상태를 

유지했어야 합니다. 

● 신청인은 일체의 창작 분야에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발휘한 아티스트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지난 2년(2019년 및/또는 2020년) 동안의 어떤 시점부터 자신의 창작 활동에 

대한 문서화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공공 참여 활동으로써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발표 날짜 및 위치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티스트는 각 주기에서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City Artist Corps Grants 프로그램을 통해 

무상지원을 일(1) 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2020/2021 COVID-19 비상 무상지원을 포함하여 NYFA 의 모든 무상지원 

프로그램의 과거 수령인일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나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 혹은 EIN(선택 

이후)이 포함된 W-9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은 2021년 6월 8일까지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족이나 친지 또는 지지자가 스스로 신청서를 기입할 수 없는 아티스트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학위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은 NYFA 나 뉴욕시 또는 City Artist Corps Grants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모든 

파트너 조직의 직원일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조직들의 이사회 구성원이나 

열거된 개인들의 직계 가족이 포함됩니다. 

참고:  

● 자금의 지원을 받는 는모든 창작 참여 활동은 2021 년 7 월부터 10 월 31 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모든 무상지원 수령인은 최종 보고서를 2021년 11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의 완벽성과 자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유자격 신청인의 자금 지원 여부가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 주기 1에서 선정되지 않은 모든 유자격 공공 참여 활동(활동 날짜가 유동적임)은 다음 번 

주기의 추첨을 위해 자동적으로 배정됩니다.  해당 신청인은 신규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과 함께 자금이 지원되는 창의적 참여 활동 및 활동 위치는 이 프로그램의 

기간 동안 NYFA나 시에 의해 일반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 자금은 2회의 분납으로 배포됩니다:   

○ 분납 1 $4,000 – 선정과 동시에. 

○ 분납 2 $1,000 – 최종 보고서의 성공적인 완료 시.  

●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참여 활동은 활동 동안 촬영한 최소 2매의 사진과 최종 보고서의 

문서화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