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가 및 기업가 참여 정보

왜 참여하는가?
● 귀하의 지원자와 공공에 대한 직접 판매 및/또는 가시성의 기회 제공
●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자금 제공
● 장래의 임대인과의 연결
● 전문가의 사진
● 시 전체의 미디어 캠페인에 포함 

활성화 유형 
Seattle Restored 참여자는 다음 유형의 활성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업 샵 - 비어 있는 상업 공간에서 자신의 사업을 하십시오. 여기에는 유통업이나 서비스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
다. 공간은 일반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생산이나 스튜디오 공간만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공간은 3개월의 전
체 활성화 기간 동안 최소 주 3일 열어야 합니다. 
 
예술 설치 - 자신의 예술품을 거리를 향한 윈도에서 전시하여 QR 코드로 판매하십시오. 작품은 판매용이어야 합
니다. 
 
QR 코드 윈도 쇼핑 - 자신의 제품을 거리를 향한 윈도 디스플레이가 광고하며 QR 코드를 통해 판매하십시오. 제
품은 판매용이어야 합니다. 
 
집단 팝업 샵 - 유통 집합 시장에서 다른  Seattle Restored 참여자와 공간을 공유합니다.  Seattle Restored 
프로그램 관리자가 참여자들을 조율할 것입니다. 집단 공간에서 호스팅하려는 예술가 및/또는 메이커 집단이 있
다면, 운영하려는 전용 팝업 공간을 신청하십시오. 참여자는 3개월의 참여 기간 가운데 최소 25일 동안 집단 공
간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레스토랑 팝업 입주 - 비어 있는 상업용 공간에서 자신의 레스토랑을 운영하십시오. 
 

관련 내용
● 레스토랑 입주를 제외하고는 최소 3개월 동안 공간을 활성화합니다.
● 임대인과  Seattle Restored 사이에 하나의 연락처를 유지합니다.
● 계약서를 완료합니다.
● 공간 변형을 위해 협조하고 참여합니다
● 사진/동영상을 통해 공간과 참여자의 문서화를 허용합니다.
● 프로그램 후 설문조사와 보고에 참여합니다.
● 모든 참여자는 코비드 백신 접종의 증빙을 제공해야 합니다.

 
비용
●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참가비가 없습니다. 
● Seattle Restored는 필요에 따라 판매 및 직원 배치 또는 예술 작품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참 가자들에



게 일회성 고정 운영 자본금 $2,500를 제공합니다
● 추가적인 임대 또는 공과금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 임차인 개선을 위해 제한된 예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eattle Restored는 임차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자들과 조정할 것입니다
● Seattle Restored는 활성화 기간 동안 각각의 활성화된 자산에 대한 책임 보험에 가입합니다. 

신청
● 신청은 7월 25일에 개시됩니다.
● 신청은 8월 26일에 종료됩니다. 
●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 
● 흑인, 원주민 및 유색인종 기업가와 예술가 신청인에게 우선권이 제공됩니다 
● 동료 예술가와 기업가의 패널이 신청서를 평가할 것입니다 
● 승인된 신청이 가용 공간의 짝짓기 과정에 참여합니다 

정보 세션
신청 과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세션은 7월 28일 5:30에 열립니다. 영어와 스페인어로 진행됨. 
 
신청 과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세션은 8월 23일 5:30에 영어로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ASL, 암하
라어, 스페인어, 한국어, 소말리어, 태국어, 베트남어, 번체 중국어로도 진행됩니다 
 
정보 세션에서 번역, 신체부자유 편의, 대안 포맷의 자료 또는 접근성 정보를 위한 지원은 적어도 10
일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정보 세션 전 10일 이내로 요청하는 경우, 통역자를 통한 개별 안내 통화
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보 세션은 녹화됩니다 

질문 
 
Seattle Restored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메일을 통해 기꺼이 도와드리며 질문에 답하거나 통화
를 통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seattlerestore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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