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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주 전역에 걸쳐 전략적 예술 파트너를 위한 770만 달러 자금 조달
발표

뉴욕주 예술위원회(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6월부터 주정부 자금으로
3,600만 달러 이상 제공
최근 확보한 자금에는 기금, 지역사회의 챔피언 창의성에 대한 필수적인 접근을 늘리기
위한 40개의 보조금 포함
뉴욕주 -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에 걸쳐 예술 파트너십에 총 770만
달러 규모의 40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예술위원회(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를 통해 운영되는 이 보조금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예술
기금과 챔피언 창의성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초래된 경제적 어려움은 특히
예술 기관에 큰 영향을 미쳐 우리 주의 활기차고 건강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많은 단체와 파트너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예술 파트너가 공공
지원에 접근하고 지역사회의 창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재향군인 관리, 기술 지원, 창의성과 공공 참여에 초점을 맞춘 목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기금 수여자 전체 목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지방분권 프로그램(Decentralization Program)으로 알려진 예술위원회의 주 전체
커뮤니티 재창조 프로그램(Statewide Community Regrants Program)은 지역 예술
단체를 통한 지역 의사결정을 촉진합니다. 지난 6월부터 예술위원회는 주 전역에 걸친
지역사회 재창조 사이트에 약 6백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주 전역에 걸쳐 약 1,200명의 지원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파트너십 보조금은 비영리 단체가 위원회에 의해 직접 제공되지 않는 지역 예술가와
예술 단체에 대상 지정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62개 카운티
모두에 대한 중요한 예술 기금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킵니다.

"NYSCA는 위대한 뉴욕주의 모든 지역에서 중요한 자금을 관리함으로써 지역
예술가들과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합니다." NYSCA 상무 이사인 Mara Manu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2022 회계 연도 전략 목표는 뉴욕 예술가와 예술 단체들의
완전하고 풍부하게 다양한 생태계를 위해 자격 요건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NYSCA 재창조 프로그램은 뉴욕주에 거주하고 창작 활동을 하는 다양한
범위의 예술가를 개발하고 지원하려는 NYSCA의 사명 중 중요한 일부입니다."
"우리는 Hochul 주지사와 입법부가 뉴욕 시민들의 건강과 활력, 그리고 우리 경제에
있어서 예술이 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NYSCA의
회장인 Katherine Nicholl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에 대한 이 역사적인 2022 회계
연도 투자는 뉴욕의 다년간의 회복, 우리의 집단 지성, 그리고 지역 경제의 활역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NYSCA가 2022 회계 연도에 대한 기회를 발표한 이후, 뉴욕주의
뛰어난 예술 단체와 예술가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중요한 자금을 투입하고 신속한
일정에 수많은 가상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예술위원회를 대신하여, 저는 새로운
지원자에 도달하려는 그들의 헌신(새로운 파트너십 보조금 지급 포함)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는 예술가들과 그들이 창조하는 지역사회에 영감을 줄 것입니다."
뉴욕주 예술위원회(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소개
예술위원회(Council on the Arts)는 뉴욕주를 생활과 직장 및 여행에 뛰어난 장소로
만드는 예술과 문화를 다방면으로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기관입니다. 예술위원회는 모든
뉴욕주민들이 예술이 지역사회, 교육, 경제 발전 및 삶의 질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술위원회는 핵심 보조금 제정 활동을 통해, 2021 회계
연도에 4천만 달러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예술위원회는 주 전체의 보조금과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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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Nelson Rockefeller 주지사에 의해 설립되었고 Kathy Hochul 주지사와 뉴욕주 입법부의
지원으로 지속된 이 위원회는 행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뉴욕주 예술위원회(NYS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www.arts.ny.gov를 방문하거나 뉴욕주
예술위원회(NYSCA)의 페이스북 페이지, 트위터 @NYSCArts와 인스타그램
@NYSCouncilontheArts를 팔로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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