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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요 
 
Creatives Rebuild New York(CRNY)의 예술가 소득 보장(Guaranteed Income for Artists) 프로그램은 
2,400명의 예술가에게 연속 18개월 동안 조건 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1,000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2 | 배경 및 비전 
 
소득 보장 프로그램들은 개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해진 소득 최저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RNY의 예술가 
소득 보장 프로그램은 과거의 경제 및 인종 정의 운동, 정부 관계자, 보상 중심의 자선가, 전 세계의 최신 
시범 사업 및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많은 소득 보장 시범 사업에서 개인의 웰빙과 재정적 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정기적인 현금 지급이 
효과적이라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당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또는 공적 중심의 
보조금 지급을 벗어나 예술가들이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그램 고안 과정 

Creatives Rebuild New York은 2021년 가을, 다양한 정체성과 생생한 경험을 지닌 뉴욕주의 예술가, 
학자, 전략가, 활동가들의 연합인 Think Tank를 발족했습니다. Think Tank는 격월로 진행된 온라인 
회의를 통해 예술가 소득 보장 프로그램 및 예술가 고용(Artist Employment)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방향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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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일정 
 

주요 일정 

신청 시작      2022년 2월 14일 
신청 마감     2022년 3월 25일 
선정 결과 및 다음 단계 통보   2022년 4월 15일 
 
선정된 예술가에게는 자격 증빙 서류 제출부터 온보딩까지 다음 필수 절차 일체에 대한 지침과 더불어 
상세 일정을 2022년 4월 15일까지 안내합니다. 
 

진행 순서 

신청 기간: 모든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선정: 신청 기간 마감 후 공정한 배분 방식을 보장하는 절차를 통해 적합한 참가자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5항 '선정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선정 결과 통보: 모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참여자로 선정된 예술가에게는 다음 필수 단계에 
대한 지침과 상세 일정을 안내합니다. 선정되지 않은 예술가의 경우, 자격이 될 수 있는 다른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자격 증빙 서류 제출: 프로그램 참가 확정에 앞서 CRNY에서 선정된 예술가에게 해당 자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심사: 여러 예술가와 검증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팀이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선정된 예술가의 적격성을 
확인합니다. 
 
복지 혜택 상담: 심사 완료 후, 참여 수락에 앞서 공공 혜택을 받는 선정된 예술가에게 복지 상담사를 
연결하여 당 프로그램을 통해 보장되는 소득이 공공 혜택 수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온보딩: 프로그램 참여를 수락하면 선정된 예술가가 지급 결제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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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청 자격  
 

신청 대상 

적격한 참가자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2년 1월 1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 
 

• 신청 당시 주 거주지가 뉴욕주인 자 
 

•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자(자급자족 기준에 따라 판단)  
당 프로그램은 가구 소득이 자급자족 기준(Self-Sufficiency Standard)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예술가, 문화 전달자 또는 문화 제작자인 자  

예술가, 문화 전달자 또는 문화 제작자('예술가')는 타인과 공유하거나 깊게 소통하려는 의도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전통 지식과 문화적 관습을 전수하기 위해, 지역 사회에 문화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또는 사회적 영향을 지향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 함께 체계화와 창조를 이루기 위해 
정기적으로 예술 활동이나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활동을 
통해 스스로 부양하기를 희망하고 활동을 지속하려는 노력을 유지합니다. 예술가는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협력해서 활동하거나 자신의 활동 분야에서 교육자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 Tides 또는 Creatives Rebuild New York의 직원이 아니거나 직원과 관련(예: 직계 가족)이 없는 

자 
 

정의 및 세부사항  

 자급자족 기준(Self-Sufficiency Standard)은 적정한 최소 수준에서 근로 가족이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소득 금액을 정합니다. 자급자족 기준은 가족 구성과 자녀 연령, 비용의 지리적 차이를 
고려합니다.   
  
자급자족 기준을 사용하여 CRNY의 소득 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방법:  

• 자급자족 표준 계산기를 사용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뉴욕주, 카운티, 가구/가족 유형을 계산기에 입력하십시오. 
• 계산기 하단의 연간 총액(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을 2021년 총 가구/가족 소득과 비교하십시오. 
• 2021년 총 가구/가족 소득이 계산기에 표시된 연간 총액 미만인 경우 당 프로그램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http://www.selfsufficiencystandard.org/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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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대학교 여성 복지 센터에서 산출한 자급자족 기준 데이터 일체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술 활동 및 문화 활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공예  
도자기, 유리, 보석, 금속 세공 및 직물(섬유, 직조 및 퀼트)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포함 

• 무용  
발레, 재즈, 탭 댄스, 힙합, 공중 및 현대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무용가, 안무가, 제작자 포함 

• 디자인 
패션, 그래픽, 오브제,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포함 

• 영화  
애니메이션, 픽션, 다큐멘터리, 에피소드, 내러티브, 실험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배우, 감독,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및 기타 종사자 포함 

• 문학 예술  
픽션, 논픽션, 단편소설, 회고록, 시나리오, 시, 코미디, 아동문학, 그래픽 노블 등의 장르에서 
활동하는 작가 포함 

• 미디어 아트  
기술, 미학, 스토리텔링 및 디지털 문화의 교차 지점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문화 전달자 및 문화 
제작자 포함 

• 음악  
힙합, 재즈, 락, 팝, 컨트리 및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가수, 뮤지션, 작곡가, 
프로듀서(녹음물의 소리와 느낌을 창조해내는 사람), DJ(원저작물), 사운드 디자이너 포함  

• 구전 전통  
말이나 노래를 통해 지식, 예술, 관념 및 무형 문화재를 전수받고 보존하며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하는 예술가, 문화 전달자 및 문화 제작자 포함(설화, 민요, 성가, 산문 또는 운문, 
스토리텔링이 포함될 수 있음) 

• 사회적 활동  
사회적 참여와 시민적 참여를 행하는 예술가, 문화 전달자 및 문화 제작자를 포함하며, 지역 사회 
발전을 지향하여 이들의 예술을 통해 예술가들이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토론, 협업 또는 사회적 
상호 작용 및 활동에 대중과 지역 사회의 참여가 일어남 

• 극 예술  
실험극, 라이브 액션, 인형극,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배우, 감독, 극작가, 의상 디자이너, 
무대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포함 

• 행위 예술  
예술가와 기타 참여자의 행위를 통해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 문화 전달자 및 문화 제작자가 
포함되며, 해당 작품은 실시간으로 진행되거나 촬영되고, 즉흥적이거나 대본에 의해 이루어지며, 
전략적인 현장 퍼포먼스일 수 있음 

• 전통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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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관련된 춤 및 음악, 전통 공예, 음식 문화 등 대대로 전해지는 지역 사회의 전통 및/또는 
문화 유산에 뿌리를 두고 이를 반영하는 예술가, 문화 전달자 및 문화 제작자 포함 

• 시각 예술  
설치, 일러스트레이션, 회화, 드로잉, 콜라주, 판화, 사진, 조각, 비디오 아트 또는 공공 예술을 활동 
분야로 삼는 예술가, 문화 전달자 및 문화 제작자 포함 

• 학제적 예술  
두 가지 이상의 예술 분야를 포함하는 학제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예술가, 문화 전달자 및 문화 
제작자 포함 

 
당 단체는 예술 활동 및 문화 활동이 광범위하게 정의된다는 점을 이해하나, 아래와 같은 분야에 종사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예술 행정직 또는 영리 위주의 판매자나 공급자를 통해 예술과 연관된 자의 신청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o 제빵 및 요리 기술 
o 미용술 
o 건축, 인테리어, 조경 디자인  
o 라디오 유명인 및 DJ 
o 이벤트 기획 및 제작 
o 웰빙 및 피트니스 
 

귀하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겨 이 내용을 안내합니다.  
 

제한사항 

예술가 소득 보장 프로그램과 예술가 고용 프로그램에 모두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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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선정 절차 
 
예술가 소득 보장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을 예술 공적을 기준으로 경쟁에 두지 않습니다. 대다수 소득 보장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선정 절차에서 가치에 대한 의견과 편견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형평성 
실현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선정 절차를 통해 고수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특정 계층에 피해가 가해진 
점과 해당 계층이 재정적 안정을 이루는 데 구조적 장벽을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신분 또는 지역 사회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는 무작위 절차를 통해 총 2,400명의 
예술가를 선정합니다(순서 무관).  
 

• 흑인, 원주민, 유색인종 
• 청각 장애인/장애인 
• LGBTQIAP+(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퀘스처너리, 인터섹스, 

무성애/아로맨틱, 팬섹슈얼+) 
• 간병인 
• 이민자 
• 형법 체계 연루 
• 금융안전망 부족 
•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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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자격 증빙 서류 제출 
 
참가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필수 단계 전체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 상세 일정을 2022년 4월 15일까지 선정된 예술가에게 안내합니다.  
  
안내 시 독립적인 예술가와 데이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및 CRNY에서 검증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서류 목록을 업데이트하여 제공합니다. 자격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술가에게 
통보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1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 

• 여권 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생년월일이 기재된 아래 거주 증명 서류 중 하나  

  
• 주 거주지가 뉴욕주인 자 

• 만료되지 않은 NYS(뉴욕주) 운전면허증  
• 만료되지 않은 NYS(뉴욕주) 비운전자 신분증  
• 만료되지 않은 NYC(뉴욕시) 임시 운전면허증(DMV(차량국) 발급)  
• 만료되지 않은 iDNYC(뉴욕 시 무료 ID 카드)   
• 주 또는 연방 세금 신고서(2020년 또는 2021년 중 최근 신고분)  
• 공과금 청구서 사본 
• 은행 또는 신용카드 명세서 
• 임대 또는 전대, 주택담보대출 상환 또는 재산세 명세서 
• 진단서, 의료비 청구서 또는 진료 기록 

  
• 예술가, 문화 전달자 또는 문화 제작자인 자 

다음 항목은 예술가, 문화 전달자 또는 문화 제작자에 대한 CRNY의 정의에 따라 자격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신청자의 자료에서 공적이나 우수성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 자신의 헌신과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예술가, 문화 전달자 또는 문화 제작자로서의 존재 
방식을 서술하십시오. [100-300 단어 이내]  

 
또는  

 
• 자신의 헌신과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예술가, 문화 전달자 또는 문화 제작자로서의 존재 

방식을 보여주는 비디오 또는 오디오를 업로드하십시오. [2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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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 자신의 활동을 보여주는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언론 링크 또는 기타 디지털 존재의 
URL을 제공하십시오. [URL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력서 또는 CV를 제출해야 함] 

  
•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자(자급자족 기준에 따라 판단) 

• 2021년 총 가구/가족 소득 자가 보고 
• 가구 규모/가족 구성 자가 보고 

 
및  

 
• 검증 전문가의 보안 포털을 통한 소득 정보 제출  

 
또는 
 

• 2021년 가구/가족 소득을 가장 잘 나타내 서류 일체(다음이 포함될 수 있음) 
 Form W-2, 2021년도분  
 Form 1040, 2021년도분  
 Form 1099 다수, 2021년도분  
 급여명세서 및 Form 1099, 2021년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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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복지 혜택 상담 
 
Creatives Rebuild New York 소득 보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현재 받고 있는 시, 주 또는 연방 혜택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여자로 선정되고 현재 혜택을 받는 예술가는 복지 상담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복지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생활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사회 보장 장애 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영양 보조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빈곤 가구 임시 지원 제도(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 TANF),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재향 군인 혜택 및 공공 주택 등과 같이 현재 받고 있고 공공 혜택의 수혜 자격에 소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각 사례마다 다르지만 생활보조금(SSI) 및 사회 보장 장애 보험(SSDI)에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정된 예술가가 보장 소득 수락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복지 상담 파트너가 도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에 등록한 뒤에도 계속 발생하는 혜택 관련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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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데이터 보안 및 기 성  
 
CRNY는 참가자 정보의 기 성을 보장하고 해당 데이터의 무단 접근, 폐기, 손실 또는 변경을 방지하도록 
고안된 적절한 보안 조치를 수립하고 유지합니다. 신청 플랫폼인 Submittable은 다양한 보안 기능 및 규정 
준수 인증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submittable.com/security/  
 
예술가 소득 보장 프로그램 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제출된 정보는 선정 및 영향 평가 절차를 통해 CRNY를 
지원하는 파트너와 비식별화된 익명 처리 데이터로 공유됩니다. 추가 동의를 구하여 확보하지 않는 한, 
신청자는 이러한 절차의 결과물에서 개별적으로 식별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혜택 상실에 관한 상담 편의를 위하여 동의 시, 참가자의 정보가 복지 
상담 파트너와 추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의 데이터는 Creatives Rebuild New York 이니셔티브 종료(2024년 12월)까지 보관됩니다. 요청 
시 추가 문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9 | 신청 방법 
 
모든 신청 건은 2022년 3월 25일 오후 11시 59분(동부 표준시)까지 Submittable을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제출해야 선정 대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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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신청자 지원사항 
 

헬프 데스크 

 
CRNY는 신청 절차 전반에 걸쳐 이용할 수 있는 헬프 데스크를 마련했습니다. 신청 절차 전반에 걸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CRNY의 헬프 데스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 두 프로그램에 대하여 가이드라인 및 FAQ에 나오지 않은 자격 관련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 어떤 프로그램을 신청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다음을 포함하여 어떤 사유로든 누군가 대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o 광대역 또는 Wi-Fi 이용 제한 

o 영어 또는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신청서 제출 필요  

o 신청서 접근을 방해하는 장애 

o 기타 상황  
  
헬프 데스크를 이용하려면 이메일을 전송하거나(HelpDesk@creativesrebuildny.org) 전화 855-929-
3863(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동부 표준시) 실시간 상담)으로 연락하십시오. 헬프 
데스크에는 영어 또는 스페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신청자와 영어 학습자인 신청자를 돕기 위해 전담 
번역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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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CRNY는 당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들이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뉴욕주 예술위원회(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NYSCA) 및 주 전역의 여러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온라인 설명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모든 이벤트는 다국어 및 ASL(미국 수화)을 지원합니다. 일정은 더 추가될 예정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www.creativesrebuildny.org/apply에서 최신 일정 및 등록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일자                                                  주최 
2월 15일 화요일 오전 9시  Long Island Arts Alliance 
2월 17일 목요일 오후 12시  Friends of Ganondagan 
2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  CNY Arts 
2월 24일 목요일 오후 7시  The Arts Council of the Southern Finger Lakes 
3월 1일 화요일 오후 7시               Supporting Disability Artistry with Kevin Gotkin 
3월 3일 목요일 오후 12시  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3월 10일 목요일 오후 12시  St. Lawrence County Arts Council 
3월 15일 화요일 오후 12시 Arts Services Inc., Tri-County Arts Council, Seneca-Iroquois 

National Museum 
3월 17일 목요일 오후 12시  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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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지급 결제  
 
시작 및 종료 일자 관련 세부 사항을 포함한 온보딩 상세 정보 일체가 통지 시 선정된 참가자에게 
제공됩니다. 각 참가자는 연속 18개월 동안 매월 $1,000의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문서 상태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이름과 실명이 다른 예술가도 신청 가능합니다. 검증 심사 절차를 완료하고 각 예술가와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서에서 법적 이름과 실명을 모두 요구합니다.  
 
지급 방식은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르지만 선불 충전식 직불 카드를 통하거나 예술가의 기존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통지 시 제공되는 상세 일정 및 다음 절차에서 명확하게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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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뉴욕주 예술가 설문조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30개 문항(모두 선택 사항)으로 이루어진 설문 조사에 참여하도록 초대되며, 
설문에서는 예술 활동, 재정 상황, 웰빙, 팬데믹 이력, 정책 및 옹호 문제에 대한 태도를 다룹니다.  

Creatives Rebuild New York(CRNY)은 뉴욕주 전역의 예술가, 문화 전달자 및 문화 제작자('예술가')의 
필요와 상황, 경험으로 이루어진 초상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초상화를 사용하여 예술가 요구 
지원사업과 관련된 옹호와 내러티브를 바꾸는 작업을 수행하고 CRNY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 지원금이 
실질적인 또는 변형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설문 참여는 CRNY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모든 응답은 엄격하게 기 로 유지됩니다. 
설문 조사에 응해 주시면 제공되는 정보가 오늘날 뉴욕주 예술가들의 생활 양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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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신청 관련 질문 
 
당 단체는 인구통계학적 데이터의 민감한 특성과 역사적으로 이러한 데이터가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데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는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응답 내용은 엄격하게 기 로 
처리됩니다. 신청서에서는 선정 절차의 목적상 자격과 관련된 질문과 재정적 안정에 대해 장벽을 느끼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질문만을 다루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신분이나 지역 사회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포함됩니다(순서 무관).  
 

• 흑인, 원주민, 유색인종 
• 청각 장애인/장애인 
• LQBTQIAP+(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퀘스처너리, 인터섹스, 
무성애/에이로맨틱, 팬섹슈얼+) 
• 이민자 
• 간병인 
• 형법 체계 연루 
• 금융안전망 부족 
• 농촌 

 
예술가 소득 보장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creativesrebuildny.org/apply/guaranteed-income  
 
신청을 완료하는 데 약 15분이 소요됩니다. CRNY는 최대한 간단하고 이용하기 쉬운 신청 과정을 
지향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헬프 데스크 전화 855-929-3863(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동부 시간) 
실시간 지원)으로 연락하거나 이메일(HelpDesk@creativesrebuildny.org)을 보내십시오.   

 

1단계: 프로그램 신청 자격 확인 

*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하여 프로그램에 선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선정되는 경우 프로그램 참여에 앞서 
이 섹션에서 제출한 응답에 대해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1. 18세 이상입니까(2022년 1월 1일 기준)? [하나 선택] 

• 예 [1.1](적격)   
• 아니요 [1.2](부적격) 

 
2. 현재 주 거주지가 뉴욕주에 있습니까? [하나 선택] 

• 예 [2.1](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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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2.2](부적격) 
 
3. 예술가, 문화 전달자 또는 문화 제작자입니까? [하나 선택] 

• 예 [3.1](적격)  
• 아니요 [3.2](부적격) 

 
4.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까(자급자족 기준에 따라 판단)?  
 

• 자급자족 표준 계산기를 사용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뉴욕주, 카운티, 가구/가족 유형을 계산기에 입력하십시오. 
• 계산기 하단의 연간 총액(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을 2021년 총 가구/가족 소득과 

비교하십시오. 
 

2021년 총 가구/가족 소득이 계산기 하단에 표시된 연간 총액 미만입니까? (필수, 하나 선택) 

*응답하기 전에 위의 지침에 따라 계산기를 사용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될 경우 
프로그램에 공식적으로 참가하기 전에 이 정보에 대하여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 예 [4.1](적격) 
• 아니요 [4.2](부적격)  

 
 

5. 귀하는 Tides 또는 Creatives Rebuild New York의 직원이거나 직원과 관련이 있는 사람(예: 직계 
가족)입니까? [하나 선택] 

• 예 [5.1](부적격) 
• 아니요 [5.2](적격) 

 
6. 본인은 소득 보장 프로그램에 신청함으로써 예술가 고용 프로그램에 신청서 제출이 불가함을 알고 

있습니다.  
• 확인  

 
 

2단계: 일반 정보 

연락처 정보 

7. 법적 이름 
8. 법적 성 
9. 공적 이름/선호하는 이름/실명 
10. 이메일 주소 [신청 관련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유효한 이메일 주소 입력] 
11. 전화번호  

http://www.selfsufficiencystandard.org/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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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 [11.1] 
• 휴대전화인 경우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1.2] 

o 예 [11.2.1] 
o 아니요 [11.2.2] 

12. 호칭 

 
지역 정보 

13. 주소 또는 교차로   
 
14. 도시  
 
15. 우편번호 [5자리 형식으로 기재] 
 
16. 카운티(County) [뉴욕시는 5개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자치구는 뉴욕주에 속한 각기 다른 

카운티입니다. 브루클린은 킹스(Kings) 카운티, 브롱크스는 브롱크스(Bronx) 카운티, 맨해튼은 
뉴욕(New York) 카운티, 스태튼 아일랜드는 리치몬드(Richmond) 카운티, 퀸즈는 퀸즈(Queens) 
카운티입니다.] 

• Albany County [16.1] 
• Allegany County [16.2] 
• Bronx County [16.3] 
• Broome County [16.4] 
• Cattaraugus County [16.5] 
• Cayuga County [16.6] 
• Chautauqua County [16.7]  
• Chemung County [16.8] 
• Chenango County [16.9] 
• Clinton County [16.10] 
• Columbia County [16.11] 
• Cortland County [16.12] 
• Delaware County [16.13] 
• Dutchess County [16.14] 
• Erie County [16.15] 
• Essex County [16.16] 
• Franklin County [16.17] 
• Fulton County [16.18] 
• Genesee County [16.19] 
• Greene County [16.20] 
• Hamilton County [16.21] 
• Herkimer County [16.22] 
• Jefferson County [16.23] 
• Kings County (Brooklyn) [16.24] 
• Lewis County [16.25] 
• Livingston County [16.26] 
• Madison County [16.27] 
• Monroe County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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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gomery County [16.29] 
• Nassau County [16.30] 
• New York County (Manhattan) [16.31] 
• Niagara County [16.32] 
• Oneida County [16.33] 
• Onondaga County [16.34] 
• Ontario County [16.35] 
• Orange County [16.36] 
• Orleans County [16.37] 
• Oswego County [16.38] 
• Otsego County [16.39] 
• Putnam County [16.40] 
• Queens County [16.41] 
• Rensselaer County [16.42] 
• Richmond County(Staten Island) [16.43] 
• Rockland County [16.44] 
• St. Lawrence County [16.45] 
• Saratoga County [16.46] 
• Schenectady County [16.47] 
• Schoharie County [16.48] 
• Schuyler County [16.49] 
• Seneca County [16.50] 
• Steuben County [16.51] 
• Suffolk County [16.52] 
• Sullivan County [16.53] 
• Tioga County [16.54] 
• Tompkins County [16.55] 
• Ulster County [16.56] 
• Warren County [16.57] 
• Washington County [16.58]  
• Wayne County [16.59] 
• Westchester County [16.60]  
• Wyoming County [16.61] 
• Yates County [16.62] 

 
17. 지역 [하나 선택]  

• 수도권(Capital Region) [17.1] 
• 뉴욕 중부(Central New York) [17.2] 
•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 [17.3] 
• 롱아일랜드(Long Island) [17.4] 
• 미드 허드슨(Mid-Hudson) [17.5] 
• 모호크 밸리(Mohawk Valley) [17.6] 
• 뉴욕시(New York) [17.7] 
• 노스 컨트리(North Country) [17.8]  
• 서던 티어(Southern Tier) [17.9] 
• 뉴욕 서부(Western New York)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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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회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하나 선택] 
• 도시 [18.1] 
• 교외 [18.2] 
• 농촌 [18.3] 
• 부족 [18.4] 

 
인구통계학적 정보 

19.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십시오. [월/일/연도(MM/DD/YYYY) 형식으로 기재]  
 
20. 귀하는 다음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합니까? [해당 항목 모두 선택]   

• 아랍인 또는 중동인 [20.1] 
• 아시아인 [20.2] 
•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20.3]   
•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20.4] 
• 미국 원주민, First Nation(퍼스트 네이션)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20.5] 
• 태평양 섬 주민 또는 하와이 원주민 [20.6] 
• 백인 [20.7] 
• 기타 - 직접 입력 [20.8] 
• 답변하고 싶지 않음 [20.9] 

  
21. 미국 이민자입니까? [하나 선택]  

• 예 [21.1] 
• 아니요 [21.2] 
• 답변하고 싶지 않음 [21.3] 

  
22. 귀하가 사용하는 주요 언어는 무엇입니까? [하나 선택]  

• 영어 [22.1] 
• 스페인어 [22.2] 
• 북경어 또는 광둥어 [22.3] 
• 러시아어 [22.4] 
• 이디시어 [22.5] 
• 벵골어 [22.6] 
• 한국어 [22.7] 
• 아이티 크리올어 [22.8] 
• 이탈리아어 [22.9] 
• 아랍어 [22.10] 
• 폴란드어 [22.11] 
• 기타 - 직접 입력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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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고 싶지 않음 [22.13] 
 

23. 귀하의 성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해당 항목 모두 선택]   
• 남자 [23.1] 
• 여자 [23.2] 
• 논바이너리(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이분법에 속하지 않음)  [23.3] 
• 투 스피릿(남성이나 여성으로 분류하지 않고, 두 성의 정체성을 모두 가진 것으로 인식함) 

[23.4] 
• 기타 - 직접 입력 [23.5]  
• 답변하고 싶지 않음 [23.6] 

 
24. 귀하는 트랜스젠더에 해당합니까? [하나 선택]  

• 예 [24.1] 
• 아니요 [24.2] 
• 답변하고 싶지 않음 [24.3] 

 
25. 귀하는 LGBTQIAP+(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퀘스처너리, 인터섹스, 

무성애자/에이로맨틱, 팬섹슈얼)에 해당합니까? [하나 선택]  
• 예 [25.1] 
• 아니요 [25.2] 
• 답변하고 싶지 않음 [25.3] 
  

26. 청각 장애인 또는 장애인에 해당합니까? [하나 선택]  
• 예 [26.1] 
• 아니요 [26.2] 
• 답변하고 싶지 않음 [26.3]   

 
가구 및 지역 사회 환경 

27. 귀하는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정기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당 항목 모두 선택]   
• 예, 어린이를 돌봅니다 [27.1] 
• 예, 질병 또는 장애가 있거나 노인인 배우자 또는 파트너를 돌봅니다 [27.2] 
• 예, 노인이나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성인을 돌봅니다 [27.3]    
• 예, 이외의 사람을 돌봅니다 [27.4] 
• 아니요 [27.5] 
• 답변하고 싶지 않음 [27.6]  

 
28. 이전에 형사법 체계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 선택]  

• 예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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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28.2] 
• 답변하고 싶지 않음 [28.3]   
  

'예'인 경우, 과거 형사법 체계에 연루된 일이 구직 능력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하나 
선택] [28.1.1] 

o 예 [28.1.2] 
o 아니요 [28.1.3] 
o 답변하고 싶지 않음 [28.1.3] 

  
29. 귀하의 금융 안전망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체크하십시오. [해당 항목 모두 선택]    

• 언제 다시 수입이 생길지 확실히 알 수 없음 [29.1] 
• 재정적 안전망(저축, 자산, 가정 자원)이 없음 [29.2] 
• 응급 의료 상황에 취약함 [29.3]  
•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음(신용카드 채무, 개인 대출, 소액 단기 대출 또는 단기 부채, 학자금 

대출, 주택 대출, 차량 대출 등 매달 전액 상환하지 않는 재정적 의무) [29.4] 
• 위 사항에 모두 해당되지 않음 [29.5] 

 
예술 활동 

30. (I, II, III) 예술가, 문화 전달자 또는 문화 제작자로서 귀하의 활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분야를 최대 
3개까지 순위를 매기십시오.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FA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예 [30.1] 
• 무용 [30.2]  
• 디자인 [30.3] 
• 영화 [30.4] 
• 문학 예술 [30.5] 
• 미디어 아트 [30.6] 
• 음악 [30.7] 
• 구전 전통 [30.8]  
• 사회적 활동 [30.9] 
• 극 예술 [30.10] 
• 행위 예술 [30.11]  
• 전통 예술 [30.12] 
• 시각 예술 [30.13] 
• 학제간 예술 [30.14]  

 
31. 예술가, 문화 전달자 또는 문화 제작자로서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 솔로 예술가로 활동합니다.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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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예술가들과 정기적으로 협업합니다. [31.2] 
• 다른 비예술 종사자들과 정기적으로 협업합니다. [31.3] 
• 제 활동은 의미를 갖기 위해 대중 또는 지역 사회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31.4] 
• 청중이나 관객을 두고 공연, 발표 또는 전시를 하는 것이 제 활동의 핵심입니다. [31.5] 
• 타인을 가르치거나 교육하는 것이 제 활동의 핵심입니다. [31.6] 

  

3단계: 지원사항 및 제출 

이 과정에서 지원되는 사항  

Creatives Rebuild New York 소득 보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현재 받고 있는 시, 주 또는 연방 혜택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 혜택을 받고 있으며 당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경우, 보장 소득을 수락 
또는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복지 삼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2. 현재 등록되어 시, 주 또는 연방 정부로부터 공공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 선택] 

• 예 [32.1] 
• 아니요 [32.2] 
 
'예'인 경우, 귀하가 아는 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항목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해당 항목 모두 선택] 
[32.1.1] 

 
o CCDF(Childcare Subsidy, 보육비 보조금) [32.1.2] 
o HS/EHS(Head Start/Early Head Start, 취학준비 프로그램) [32.1.3] 
o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32.1.4] 
o WIC(Women, Infants, and Children Nutrition Program, 여성, 유아 및 아동 영양 

프로그램) [32.1.5] 
o Section 8 Housing Voucher(주택 바우처) [32.1.6] 
o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Subsidies(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 보조금) [32.1.7] 
o Medicaid - AHP & CHP(Adults and Child Health Plus, 성인 및 아동 건강보험 플랜) 

[32.1.8] 
o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 소득 세액 공제) [32.1.9] 
o CTC(Child Tax Credit, 자녀 세액 공제) [32.1.10] 
o 연방 CDCTC(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아동 및 부양 가족 세액 공제) 

[32.1.11] 
o TANF(Temporary Cash Assistance, 임시 현금 지원) [32.1.12] 
o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생활보조금) [32.1.13] 
o SSDI(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사회 보장 장애 보험) [32.1.14] 
o 기타(직접 입력): [3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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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선정될 경우 CRNY에서 복지 상담 파트너와 귀하의 응답 내용을 공유하고 이들이 연락을 취하여 복지 

혜택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하나 선택] 
• 예 [33.1] 
• 아니요 [33.2] 

 
선정될 경우 자격을 증명하고 지급 결제 플랫폼에 등록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음 
사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34. 선정될 경우 저는 다음 항목을 제공하겠습니다. [하나 선택] 

• SSN(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 [34.1] 
•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34.2] 
• 모두 제공 안 함 [34.3] 

*서류 상태는 당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5. 연락을 취하는 데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연락 가능한 비동거인 최대 2명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이메일/전화)를 제공해 주십시오. 

• 비상 연락망 1: 이름 [35.1] 
• 비상 연락망 1: 이메일 [35.1.2] 
• 비상 연락망 1: 전화번호 [35.1.3] 
• 비상 연락망 2: 이름 [35.2] 
• 비상 연락망 2: 이메일 [35.2.2] 
• 비상 연락망 2: 전화번호 [35.2.3] 

 
36. 본인은 본인이 아는 한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 및 정보가 완전하고 올바르며 진실됨을 확인하고 

인증합니다.  

• 확인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술가 소득 보장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2년 4월 15일까지 결과를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리소스가 필요할 수 있는 뉴욕주의 다른 
예술가를 알고 계신다면 신청을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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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선정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CRNY는 모든 예술가가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술 활동 공적을 기준으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선정될 확률은 주 전체에서 지원하는 예술가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분, 상황 및 뉴욕주 내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예술가가 선정됩니다.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나요? 

재정적 안정에 대한 구조적인 장벽에 직면한 계층을 우선으로 합니다. 저희는 다음 그룹 내에서도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며 한 그룹이 단일체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흑인, 원주민 및 유색 인종: 인종 정체성과 소속 공동체가 인종 차별에 직면한 사람. 

 
• 청각 장애인/장애인: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 장애인법)에서는 장애를 하나 

이상의 주요 일상 활동(이동, 자기 돌봅니다, 학습, 의사소통 또는 일을 포함할 수 있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정의합니다. 장애에는 신체적, 감각적, 지적 
또는 심리사회적 장애와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집단이 포함됩니다. 
 

• LGBTQIAP+(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퀘스처너리, 인터섹스, 
무성애/에이로맨틱, 팬섹슈얼+): 성별 표현 및/또는 성적 취향, 특히 성전환 혐오 및 퀴어 혐오의 
악영향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 모든 사람. 
 

• 이민자: 출생 국가가 미국 이외의 국가로 다양한 경험이 있으며 재정적 안정을 위협하는 다른 
영향들 가운데 외국인 혐오, 구금 및 추방에 직면한 사람.  
 

• 간병인: 일상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또는 매일 
돌보는 사람. 간병을 받는 사람은 주거 환경 또는 기관 시설 환경에 거주할 수 있으며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만성 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형법 체계 연루자: 피고인으로 형법 체계의 상호 영향을 받은 적이 있고 이전에 투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종종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재정적 안전망 부족: 재정적 안전망은 비상 저축 자금, 자산, 가족 자원, 장애 보험 보장 및 생명 
보험을 포함할 수 있는 개인 재정 쿠션으로, 소득 없이 또는 비상시 3-6개월 간 재정적으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농촌: 뉴욕주 내에서 십여 가지 방식으로 정의되나 CRNY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상 '농촌 
지역 사회'는 대도시 및 소도시 지역 외부에 위치한 인구 10,000명 이하의 지역 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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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밖에 거주하는 예술가도 선정하나요? 

예, 선정 절차에서 뉴욕주 전체의 구역을 설명합니다. 보다 넓은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당 프로그램의 
전략을 통해 뉴욕주에 속하는 모든 카운티의 예술가들이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022년 연방 증여세 면제 기준은 $16,000입니다. CRNY의 예술가 소득 보장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예술가는 18개월 동안 총 $18,000를 지급받으며, 참여 기간 중 한 해에 $16,000 이상 지급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Creative Rebuild New York은 지급된 보장 소득의 과세 결과에 대해 세금 관련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지원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SSN(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ITIN이란 무엇인가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는 IRS(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세금 처리 번호입니다. IRS는 미국 납세자 식별 
번호를 소지해야 하지만 이 번호가 없으며 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사회보장국)에서 
SSN(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개인에게 ITIN을 발급합니다. 
 
ITIN을 찾거나 ITIN이 활성 상태인지 확인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경우, IRS Certified Acceptance 
Agent(인증 접수 대리 사무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Free Tax Prep(무료 세금 준비) 사이트를 이용하면 
ITIN을 찾고 ITIN이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이를 갱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상담사란 무엇이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지 상담사는 일반적으로 생활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사회 보장 장애 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영양 보조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메디케어 및 기타 공공 혜택 자격에 임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대상자와 그 
가족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복지사(면허 보유)입니다.  
 
복지 상담사와 상담하면 선정된 예술가가 보장 소득을 받기로 결정하기에 앞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보장 소득을 받음으로써 '혜택 절벽'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공공 혜택을 받고 임금 인상을 받은 다음 그러한 혜택을 받기에는 소득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 '혜택 절벽'('절벽 효과'라고도 함)에 직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가족을 

https://www1.nyc.gov/site/dca/consumers/file-your-taxes-itin.page
https://www.ssa.gov/ssnumber/
https://otda.ny.gov/workingfamilies/vita.asp
https://otda.ny.gov/workingfamilies/vita.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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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https://www.benefitscliff.com/what-is-a-benefits-cliff를 방문하십시오.  
 
자격 검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CRNY는 사립 재단을 통해서만 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모든 자금이 당 단체의 법무팀에서 신중하게 
조정하고 승인한 자격에 맞는 개인에게 지급되도록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뉴욕 이외의 지역에 파트 타임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신청 자격이 있나요? 

당 프로그램 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신청 당시 주 거주지가 뉴욕주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2020년에 뉴욕주에 거주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뉴욕주를 떠나야 했습니다. 신청 자격이 있나요? 

신청 당시 주 거주지가 뉴욕주인 경우 당 프로그램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는 팬데믹과 거주의 복잡한 
특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정원 및 규모로 인해 사례별로 거주 여건을 고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예술가, 문화 전달자 또는 문화 제작자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나요? 

예술가, 문화 전달자 또는 문화 제작자('예술가')는 타인과 공유하거나 깊게 소통하려는 의도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전통 지식과 문화적 관습을 전수하기 위해, 지역 사회에 문화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또는 

사회적 영향을 지향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 함께 체계화와 창조를 이루기 위해 정기적으로 예술 활동이나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부양하기를 희망하고 

활동을 지속하려는 노력을 유지합니다. 예술가는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협력해서 활동하거나 자신의 활동 

분야에서 교육자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CRNY의 정의상 예술 활동 또는 문화 활동에 어떤 분야가 포함되나요?  

예술 활동 및 문화 활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공예  
도자기, 유리, 보석, 금속 세공 및 직물(섬유, 직조 및 퀼트)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포함 

• 무용  
발레, 재즈, 탭 댄스, 힙합, 공중 및 현대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무용가, 안무가, 제작자 포함 

• 디자인 
패션, 그래픽, 오브제,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포함 

• 영화  
애니메이션, 픽션, 다큐멘터리, 에피소드, 내러티브, 실험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배우, 감독,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및 기타 종사자 포함 

• 문학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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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션, 논픽션, 단편소설, 회고록, 시나리오, 시, 코미디, 아동문학, 그래픽 노블 등의 장르에서 
활동하는 작가 포함 

• 미디어 아트  
기술, 미학, 스토리텔링 및 디지털 문화의 교차 지점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문화 전달자 및 문화 
제작자 포함 

• 음악  
힙합, 재즈, 락, 팝, 컨트리 및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가수, 뮤지션, 작곡가, 
프로듀서(녹음물의 소리와 느낌을 창조해내는 사람), DJ(원저작물), 사운드 디자이너 포함  

• 구전 전통  
말이나 노래를 통해 지식, 예술, 관념 및 무형 문화재를 전수받고 보존하며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하는 예술가, 문화 전달자 및 문화 제작자 포함(설화, 민요, 성가, 산문 또는 운문, 스토리텔링이 
포함될 수 있음) 

• 사회적 활동  
사회적 참여와 시민적 참여를 행하는 예술가, 문화 전달자 및 문화 제작자를 포함하며, 지역 사회 
발전을 지향하여 이들의 예술을 통해 예술가들이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토론, 협업 또는 사회적 상호 
작용 및 활동에 대중과 지역 사회의 참여가 일어남 

• 극 예술  
실험극, 라이브 액션, 인형극,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배우, 감독, 극작가, 의상 디자이너, 
무대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포함 

• 행위 예술  
예술가와 기타 참여자의 행위를 통해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 문화 전달자 및 문화 제작자가 
포함되며, 해당 작품은 실시간으로 진행되거나 촬영되고, 즉흥적이거나 대본에 의해 이루어지며, 
전략적인 현장 퍼포먼스일 수 있음 

• 전통 예술  
문화와 관련된 춤 및 음악, 전통 공예, 음식 문화 등 대대로 전해지는 지역 사회의 전통 및/또는 문화 
유산에 뿌리를 두고 이를 반영하는 예술가, 문화 전달자 및 문화 제작자 포함 

• 시각 예술  
설치, 일러스트레이션, 회화, 드로잉, 콜라주, 판화, 사진, 조각, 비디오 아트 또는 공공 예술을 활동 
분야로 삼는 예술가, 문화 전달자 및 문화 제작자 포함 

• 학제적 예술  
두 가지 이상의 예술 분야를 포함하는 학제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예술가, 문화 전달자 및 문화 
제작자 포함 

 



예술가 소득 보장 프로그램                    30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예술가 소득 보장 프로그램의 목적상 예술가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당 단체는 예술 활동 및 문화 활동이 광범위하게 정의된다는 점을 이해하나, 아래와 같은 분야에 종사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예술 행정직 또는 영리 위주의 판매자나 공급자를 통해 예술과 연관된 자의 신청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제빵 및 요리 기술 
• 미용술 
• 건축, 인테리어, 조경 디자인  
• 라디오 유명인 및 DJ 
• 이벤트 기획 및 제작 
• 웰빙 및 피트니스 

 
자급자족 기준(Self-Sufficiency Standard)이란 무엇이며 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급자족 기준(Self-Sufficiency Standard)은 주택, 보육, 음식, 의료, 교통 및 기타 품목과 같은 근로 
가구의 모든 기본적인 필요의 실질 비용과 더불어 세금 비용 및 조세신용제도의 영향을 기반으로 하는 
소득 적정성 척도입니다. 이 척도는 다양한 규모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소득 가구에서 공적 또는 사적 
지원 없이 생계를 꾸리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http://www.selfsufficiencystandard.org/the-standard/overview/   

많은 현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해 OPM(Official Poverty Measure, 
공식 빈곤 척도)을 사용합니다. 반세기 전에 개발된 OPM은 이제 방법론적으로 구식이 되어 더 이상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며 기껏해야 결핍을 측정할 뿐입니다. OPM 
계산 방식은 식비만을 기준으로 하며 식비가 가구 예산의 1/3이라고 가정합니다.  

 
가족 규모와 자녀 수 기준으로만 비용이 달라지는 OPM의 일률적인 모델과 다르게 자급자족 기준의 경우 
비용이 자녀 연령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일례로 보육 비용은 연령별로 크게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OPM은 미국 본토 전역에서 동일하지만 자급자족 기준은 주의 각 카운티 또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저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CRNY 뉴스레터에 가입하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다른 리소스와 자금에 대해 업데이트를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다음 웹 페이지를 방문하여 가입하십시오. https://www.creativesrebuildny.org/contact/  
 
CRNY의 예술가 소득 보장 프로그램과 예술가 고용 프로그램에 모두 지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 단체는 여러 예술가들이 직면한 막대한 필요 사항을 알고 있으며, 예술가분들이 두 프로그램 중 어떤 
것이 자신의 특정 요구에 가장 적합한지 깊게 고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술가 고용 프로그램은 
예술가와 지역 사회 기반 단체 간의 파트너십에 주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에 대한 헌신은 
CRNY의 검토 과정과 제안된 협업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예술가들이 두 프로그램 모두에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뉴욕주 전역에서 2,700명의 개인 예술가를 지원한다는 목표와 상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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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소득을 받도록 선정되면 제 이름이 공개되나요? 

아니요. 개인 정보는 절대로 동의 없이 노출되거나 공개되지 않습니다. 
 
보고와 관련한 조건이 있나요? 

보장 소득은 진정으로 조건 없이 지급되므로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정된 예술가는 향후 CRNY의 
연구, 스토리텔링 또는 옹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초대될 수 있으며 참여 시 추가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CRNY와 함께하는 추가 활동 참여 여부 결정은 소득 보장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는 영어나 스페인어를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헬프 데스크에는 영어 또는 스페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지원자와 영어 학습자인 지원자를 돕기 위한 전담 
번역가가 있습니다. 전화 855-929-3863(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동부 시간) 실시간 
지원)으로 연락하거나 이메일(HelpDesk@creativesrebuildny.org)을 통해 헬프 데스크팀에 
문의하십시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전화 855-929-3863(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동부 시간) 실시간 지원)으로 연락하거나 
이메일(HelpDesk@creativesrebuildny.org)을 통해 헬프 데스크팀에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