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6월 1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비영리 예술 및 문화 단체 및 예술가를 위한 1억 5백만 달러의 지원금 

발표  

  

뉴욕주 예술위원회가 4차례의 유연한 보조금 제공  

라이브 퍼포먼스 지원금은 6월 16일 수요일부터 신청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예술 위원회(State Council on the Arts)를 통해 

중요한 예술 및 문화 지원을 위한 1억 5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수요일부터 신청을 받는 단기 라이브 공연 재활성화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이 

보조금은 예술 부문에 있어 다년간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돕고 뉴욕의 창조적 경제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를 통해 매년 1,23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주 전역에 걸쳐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잘 뉴욕을 재건해야 하며, 그 

과정의 일부는 뉴욕주의 창조적 경제를 강화하고 재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창조적 생태계에 의해 만들어진 경제 활동을 통한 수익을 지불할 것이며, 우리가 뉴욕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만들어감에 따라 계속해서 번창하고 영감을 줄 것입니다."  

  

1차에 다년간의 지원을 위해 이미 2천만 달러가 책정되었으며 총 4차의 자금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각 회차는 뉴욕 비영리 크리에이티브 부문에서 조직과 아티스트의 

가장 시급한 요구를 충족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 리스타트 뉴욕(Restart NY): 래피드 라이브 퍼포먼스 보조금(Rapid Live 

Performance Grants, 1,000만 달러): 코로나19 부문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예술 분야의 영역을 직접 지원하고, 단기적으로 대면 공연 기회를 재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뉴욕의 탁월한 공연 조직, 장소, 예술가 및 그룹의 회복을 

우선시합니다. 이 1,000만 달러의 기회를 통해 뉴욕주 예술위원회의 직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뉴욕주 예술 위원회의 파트너십(Partnerships) 및 주 전체 커뮤니티 

재지급(Community Regrants)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다시 제공합니다. 

2021년에 계획된 공연 프로그래밍을 위해 적격한 공연 예술 단체에게는 

5,000달러와 10,0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커뮤니티 재지급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은 지역 차원에서 다시 성과를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며, 

주 전역의 뉴욕주 예술위원회 파트너들이 관리합니다. 이 재지급의 목표는 뉴욕주 

예술위원회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지역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1회차 안내사항과 뉴욕주 예술위원회의 래피드 라이브 퍼포먼스 직접 

보조금 신청을 위한 포털은 6월 16일에 열립니다. 신청 포털은 7월 1일에 

종료됩니다.  

  

• 보조금 접근 확대(1,500 만 달러): 지원을 통해 뉴욕주 예술위원회의 현재 재지급 

파트너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뉴욕의 광대하고 다양한 예술가 및 조직 커뮤니티에 

다가갈 계획입니다. 자금은 뉴욕주 예술위원회 파트너십(NYSCA Partnerships)과 

주 전체 커뮤니티 보조금 재지급(Statewide Community Regrants)을 통해 

분배됩니다. 지역 수준에서 지원이 증가하면 더 많은 커뮤니티, 조직 및 개인이 

뉴욕주 예술위원회 보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회차 안내사항은 2021년 6월 

16일 게시됩니다. 신청 포털은 7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립니다.  

  

• 조직 및 개인 아티스트 회복 지원(4,000만 달러): 간소화된 지원 절차를 통해 개별 

아티스트 지원을 확대하고 조직들을 위해 매우 유연한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회차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은 자격을 크게 확대하고 다양한 예술 및 문화 

영역에 걸친 새로운 지원자들을 장려합니다. 잘 드러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지원자들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3회차 안내사항은 6월 16일에 

게시됩니다. 신청 포털은 7월 19일에 열리며 9월에 닫힐 예정입니다.  

  

• 예술을 위한 캐피털 펀딩(2,000만 달러): 조직들의 필요 사항 중 예술 공간에서의 

보건 및 안전 문제 개선을 지원합니다. 뉴욕주의 비영리 예술 및 문화 단체들의 

신청이 장려됩니다. 4회차 안내사항 및 신청 포털은 9월에 개설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뉴욕주 예술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뉴욕주 예술위원회 전무 이사 Mara Manu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뉴욕주 예술위원회의 목표는 예술 지원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역사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지역사회에 도달하며 뉴욕에서 예술 작품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헌신과 확고한 지원에 대해 Cuomo 주지사, 뉴욕주 

입법부(New York State Legislature), 그리고 예산 부서(Division of the Budget)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특별한 창작 문화는 모든 지역의 관광, 환대 산업 및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s)를 촉진시킵니다. 예술 영역의 재활성화는 다년간의 다각적인 

회복을 점화할 것이며, 뉴욕주 전역에서 재건됨에 따라 활력, 건강 및 번영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뉴욕주 예술위원회 Katherine Nicholls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예술위원회 

직원과 이사회 구성원은 우리 영역 내 개인 및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과 재정적 

압력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1억 달러의 자금 지원은 전례 없는 구호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사회 및 뉴욕주 예술위원회 직원과 협력하여 62개 카운티와 모든 

분야의 예술가 및 단체에 예술적 노력을 홍보하는 우리의 사명을 지속하기를 

기대합니다."  

http://www.arts.ny.gov/


 

 

  

뉴욕주 예술위원회(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소개  

  

뉴욕주 예술위원회(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는 뉴욕주를 생활과 직장 및 

여행을 위한 탁월한 지역으로 만드는 예술과 문화를 다방면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기관입니다. 뉴욕주 예술위원회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예술이 지역사회, 교육, 경제 발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중요한 기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술위원회는 핵심 보조금 조성 활동을 통해 회계연도 2021년에 4천만 달러 이상을 

수여했습니다. 예술위원회의 자금 지원은 주 전체 보조금 및 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주 전역의 62개 카운티에 도달합니다. 이 기금은 시각, 문학, 미디어 및 공연 예술을 

지원하고 예술 교육 및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해 헌신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뉴욕주 

예술위원회는 현장에서 리더들을 소집하고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개발 기회와 정보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뉴욕의 창조적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1960년에 Nelson Rockefeller 주지사가 창설하여 발전하며 확장하여 현재 Andrew M.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의회를 지원하는 뉴욕주 예술위원회는 뉴욕주의 행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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