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이이 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이  2023 이이이이 이이이이이 
신신신 신신: 2023신 4신 24신 

 

 

TAC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2SLGBTQIAP(신신 신: two-spirited,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transsexual, queer, intersex, asexual, or pansexual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TAC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이이이 이이이이이(Equity Framework)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 신신신신. 

 

이 이이이이이 이이이 이이이이이?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a new comer)’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 신 7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신 신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신(professional artist)*신 신신신신 신 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 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 신 

● 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 

●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 

●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 신 신신 신 

●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 

이 이이이 이이: 10,000이이 

• 5,000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 

• 5,000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Inte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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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Programs Manager)신 신신신 신 신신신 (Kadija de Paula)신신 2023신 3신 24신 신신신 416.392.6802(신신 

231)신신 kadija@torontoartscouncil.org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 

이이이이이 이이 이이이이이? 

신신신신 7신 1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2024신 6신 30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 

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 이이이? 

● 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 

● TAC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 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 

●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신 신신신. 

● 신신신신 2016신 1신 1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이이 신신신신, 이이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신, 이이 신신 신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 신신신 신신신. 

● 신신신신 신신신신신신(SIN)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 신신 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 신신신신신 신신신 신 신신신신. 

● 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 신 신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 이이이? 

● 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 

●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 신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 신신 1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8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이이 신신신신, 이이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신, 이이 신신 신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 신신신 신신신. 

● 신신신신 신신신신신신(SIN)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 신신신신신 신신신 신 신신신신. 

● 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 신 신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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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 신신신 신 신 신 신신 신신신 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 신 신신신신. 

이이이 이이이이이?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Interim Strategic Programs Manager)신 신신신 신 신신신 (Kadija de 

Paula)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416.392.6802(신신 231)신신 kadija@torontoartscouncil.org신 

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TAC 신신신 신신신(TAC Grants Online)신 

https://tac.smartsimple.ca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TAC 신신신 신신신(https://tac.smartsimple.ca)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 신신신 신신 11신 59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TAC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 

이이이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 

신신신신신신신신 신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Application 

Support Service Providers)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 신신 신신 

500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6신 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 

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CV 신 신신 신신신 3신신신 신신신신신. 

●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신. 

● 신신신/CV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 신신 신신(Support Material)신 신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 2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o 신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Vimeo, YouTube)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3신 

신신신신신 신신신. 

o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JPEG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 신 5신신신 신신 15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신. 

o 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신신 신신 15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PDF 신신신 신신신신신신. 

● 신신신 신신 신신신(grant review panel)신 신신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 5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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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신 신 신신신 신신신 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200MB신신신. 

● 신신 신신신신(Google Drive)신 신신신신(Dropbox)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 신신신. 신신신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이이이이 이이이 이이이이이? 

● 신신신신 신신 신신(peer review)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신. 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review 

panel)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TAC 신신신(Directors)신 신신신 

신신신신. 

● 신신 신신신신 TAC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 신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 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o 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 

o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o 신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o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o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 신신신 신신 신신신(grant review panel)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 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 이이이이 이이이이 이이: 신 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  신신신 신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 TAC신 이이이 이이이이이(Equity Framework)신 신신신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Equity Priority Policy)신 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 TAC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신. 

●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이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이이이? 

● 신신신 신신신 TAC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TAC 신신신(TAC Grants Online)신 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신신 2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이이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 이이이? 

●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TAC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이이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 

●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TAC신 신신 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 신신신신. 

이 이이이이 이이 이이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 신신신신신신 신신신(Letter of Understanding)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TAC 신신신(TAC Grants Online) 신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신신 TAC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TAC 

신신신 신 신신신 신 신신신신신 신신 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 신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produced 

with the support of the City of Toronto through Toronto Arts Council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 

신신신신. 

●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Notification Letter)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 신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 신신 신신(Anti-Harassment/Discrimination Legislation & City Policy)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TAC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T4A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TAC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 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 신신신신. 

 

이이 이이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 신신신 (Kadija de Paula) 신신신 

416-392-6802신 신신신신 231 

kadija@torontoartscouncil.org 

이이이 이이 이이 이이이이이 이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 이이이 이이이이이, 2023이 3이 24이이이 이이이 이 이이이 이이이이 
이이이이이 이이이이. 

 

이이 

2021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 



 

1) 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2) 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 신신신신신? 

3) 신신 신신신: 신 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신? 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 신 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 신신신 신 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4)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 신 

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5) 신신신 신 신신 : 신 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신신. 신 신신 신신신 신 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 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 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신? 신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 신신신신신신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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