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d Hours: 

Tue–Sat 12pm—5pm 

Thurs 12pm—8pm 

Sun 12pm—4pm 

Mon  Closed 

 

535 Means St. NW 

Atlanta, GA 30318 

404-688-1970 

atlantacontemporary.org 

 
 
FAQ | Nexus Fund :: Emergency Relief for Artists 

FAQ | 넥서스 펀드 :: 아티스트 긴급 구제 지원금 

 
Who is eligible?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Self-identified visual artists 21 years of age and older living within 
the 9-counties designated as: Clayton, Cobb, Coweta, Dekalb, 
Douglas, Fayette, Fulton, Gwinnett, and Henry 

• 만 21 세 이상, 아래 지정된 9 개 카운티에 거주 중이며 

개인이 스스로 규정한 예술인 누구나 지원 가능: 

클레이턴, 코브, 코웨타, 디캡, 더글라스, 파예트, 풀턴, 

귀넷 그리고 헨리 카운티 해당 

 

• Artists who declare that they experienced a loss of income due to 
COVID-19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ostponement or cancellation 
of exhibitions, performances, public programs, and teaching gigs 

• 전시회, 공연, 공공 프로그램 및 강연의 연기나 취소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겪은 예술인 

 

• Artists who demonstrate a sustained commitment to their work and 
career 

•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예술인 

 
Who is not eligible? 

 

• Self-identified visual artists 21 years of age and older living within 
the 9-counties designated as: Clayton, Cobb, Coweta, Dekalb, 
Douglas, Fayette, Fulton, Gwinnett, and Hen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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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1 세 이상, 아래 지정된 9 개 카운티에 거주 중이며 

개인이 스스로 규정한 예술인 누구나 지원 가능: 

클레이턴, 코브, 코웨타, 디캡, 더글라스, 파예트, 풀턴, 

귀넷 그리고 헨리 카운티 해당 

 

• Artists who declare that they experienced a loss of income due to 
COVID-19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ostponement or 
cancellation of exhibitions, performances, public programs, and 
teaching gigs 

• 전시회, 공연, 공공 프로그램 및 강연의 연기나 취소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겪은 예술인 

 

• Artists who demonstrate a sustained commitment to their work 
and career 

•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예술인 

 

Timeline 

일정 

 

· December 14, 2021: Application Open 
· December 14 – December 31, 2021: Applications accepted 
· January 1 – January 6, 2022: Grantees determined 
· January 6, 2022: Grantees notified 
· January 11, 2022: Funds disbursed 

 

· 2021년 12월 14일: 신청서 오픈 

· 12월 14일-12월 31일: 신청서 접수 기간 

· 2022년 1월 1일-1월 6일:  심의 기간 

· 1월 6일: 수령자 발표 

· 1월 11일: 기금 지출 

 
Application requirements: 

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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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word declaration statement demonstrating need and describing 
circumstances and hardship 

• ·현재 상황과 어려움을 포함한 150 자 내외 신고서 

 

• 3 images of current artistic work with 150-word artistic statement 

• 현재 활동 중인 작품 사진  3 장  및 150 자 내외의 작품 설명문 

 

• Proof of residency in designated county. (Clayton, Cobb, Coweta, 
Dekalb, Douglas, Fayette, Fulton, Gwinnett, and Henry) 

• 지정된 카운티 거주 증명서 (클레이턴, 코브, 코웨타, 

디캡, 더글라스, 파예트, 풀턴, 귀넷 그리고 헨리 카운티 

해당) 

 

How much funding is available and what is the most I can request? 

지원금의 총 규모와 개인당 지원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The Nexus Fund will disperse twenty, $500 grants totaling $10,000. 

넥서스 펀드는 20 명의 예술인에게 각 $500 달러를 지급해 총 

$10,000 달러를 지원해 드립니다.  

 
What can I use the funds for? 

지원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Rent/mortgage, utilities, groceries, childcare, medical bills/insurance, lost 
wages/fees, and other daily needs. 

월세 및 융자, 공과금, 식료품, 육아, 병원비/보험, 상실하신 

임금/수수료를 비롯해 실생활에 필요한 곳에 사용 가능합니다.   

 
I am not primarily paid for my artistic work but have lost income due to 
loss of employment or contract work. Am I still eligible to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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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예술 활동이 주 수입원이 아니지만, 직장이나 직장 계약 상실로 

인해 임금을 상실한 경우 지원 자격 조건이 충분한가요?  

 
Yes, any lost income is reason to apply.  

네, 어떤 이유든지 임금을 상실하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If I am selected, how soon will I receive the funding? 

지원 선정자로 선택된 후, 지원금 수령은 언제 할 수 있나요?  

 
 
Following the grantee notification on January 6, all grantees will be welcome 
to pick up their check beginning January 11.  

1 월 6 일 지원금 선정자 발표 후, 1 월 11 일부터 본관에 방문하셔서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If I receive funds and the Nexus Fund: Emergency Relief re-opens for 
additional applications at a future date, may I apply again? 

지원금을 받고 난 후 같은 공모가 다음에 발표되면 또 신청할 수 

있나요? 

 
Yes. While priority will be given to new applicants, you are welcome to apply 
for funds again.  

네, 새 지원자들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지만, 다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How to Apply 

신청 방법 

Apply with our online form. 

상단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pplications are only accepted via online form. Do not email or drop off 
applications in person.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서로만 받습니다. 이메일이나 직원에게 직접 

전달된 신청서는 받지 않습니다. 

Questions? Email us at apply@thenexus.fund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58pAWHgQJV5ej-F-yEI5LnYEzzQ2xI3y2IUl7BZH664HOQw/viewform?usp=sf_link
mailto:apply@thenexus.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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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는 apply@thenexus.fund 로 이메일 바랍니다. (한국어 

문의 가능) 

 
 
Who we are: 

소개문 

About the Nexus Fund   

넥서스 펀드  

Founded by artists for artists, Atlanta Contemporary was built upon the 
principles of engaging in experimentation and risk-taking through 
exhibitions, programming, and support of working artists. The Nexus Fund 
expands upon the ethos of these early days. By supporting new work or 
through the expansion of an existing project, the Nexus Fund sponsors 
dynamic and innovative individual artists or partnerships. 

애틀랜타 컨템포러리는 실험적이고 모험적인 전시들과 

프로그램, 그리고 활동하는 예술인 지원을 원칙으로 삼는 

예술인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넥서스 펀드는 이 설립의 

정신을 담아 새로운 작품이나 기존 프로젝트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활발하고 혁신적인 예술인 또는 예술인들의 협력을 

후원합니다. 

 

About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앤디 워홀 시각 예술 재단 

In accordance with Andy Warhol’s will, the mission of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s the advancement of the visual arts. The 
foundation manages an innovative and flexible grants program while also  
preserving Warhol’s legacy through creative and responsible licensing  
policies and extensive scholarly research for ongoing catalogue raisonné  
projects. To date, the foundation has given over $200 million in cash grants  
to over 1,000 arts organizations in 49 states and abroad and has donated  
52,786 works of art to 322 institutions worldwide. More information about  
the foundation is available at warholfounda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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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워홀 시각 예술 재단은 앤디 워홀 유언에 따라 시각 예술 

발전 기여를 재단의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본 재단은 

혁신적이고 융통성 있는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라이선스 정책 및 광범위한 카탈로그 

레조네 (catalogue raisonné) 프로젝트 연구를 통해 앤디 워홀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단은 국내 및 해외에 있는 1,000 개 이상의 

미술재단에 200 억 이상의 현금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322 개의 

기관에 52,786 개의 작품을 기증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arholfoundation.org.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About Atlanta Contemporary  

애틀랜타 컨템포러리   

 
Founded in 1973 as Nexus, a grassroots artists’ cooperative, Atlanta  
Contemporary has since become one of the southeast’s leading  
contemporary art centers. We play a vital role in Atlanta’s cultural  
landscape by presenting over 200 consequential artists and creatives from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art scenes through our various  
exhibition, project spaces, and programs each year. We commission new 
works,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artists who have not had a significant  
exhibition in the Southeast. We organize over 125 programs annually  
including Contemporary Kids, Contemporary Cocktails, Contemporary  
Talks, and more! Atlanta Contemporary provides 13 on-site subsidized  
studio space to working artists through the Studio Artist Program. 

 

애틀랜타 컨템포러리는 예술인 협력체의 뿌리가 된 넥서스 

(Nexus)란 이름으로 1973 년에 설립되어 동남부에서 대표하는 

컨템포러리 아트 센터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본 기관은 매년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및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200 명 이상의 예술인을 선보이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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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합니다. 특별히 동남부 지역에서 주목할만한 전시회 

경험이 없는 예술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새 작품들을 

의뢰합니다.   

또한 매년 컨템포러리 키즈, 컨템포러리 칵테일, 컨템포러리 

토크를 포함한 125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스튜디오 

아티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13 개의 스튜디오 공간을 

예술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