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듣는 질문
이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음 내용이 적용되는 모든 분야의 예술가 :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또는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함; 이 중 하나 이상의 귀하에게 해당됨 : 여성,
트랜스 젠더, 논바이너리, 백인 아는 인종, 또는 저소득층; 의학적, 정신적 건강 또는 치과 응급
처치를 받아야 하거나 질병 관련 재정적 필요가 있음; 풀 타임 학업 프로그램에 등록되지 않았음;
21 세 이상임.
모든 분야의 예술가와 각종 경력 단계인 예술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은 필요 없고.
자격을 갖춘 아티스트를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조금 신청서는 누가 검토합니까? 나의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까?
커뮤니티 파트너 기관 대표 및 WCCW 대표,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함께 모든 보조금
신청서를 검토하게됩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은 신청자 신원 및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신청자가 제공 한 정보 만 논의되며, 부여 프로세스에 필요한 경우에만
논의됩니다.
향후이 보조금은 다시 제공될 것입니까?
이 시점에는 WCCW에서 응급 의료 보조금을 올해 제공할 자금 밖에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정신 건강 또는 치과 비용이 보조금 금액으로 완전히 충당 되어야 합니까?
아니오, 보조금은 절차 또는 건강 관련 필요 비용의 일부만이라도 좋습니다. 이 보조금이 어떤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또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보조금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총 절차 / 치료 비용에 대한 정보를 요청 하고자합니다.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사회 복지사와 꼭 만나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수혜자가 다른 자원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알수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 것은 왜 페미니스트 이슈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기부금 기회는 여성 주의자의 원칙을 통해 예술가와 제작자를 위한 전체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WCCW의 지속적인 목표를 촉진하고, 또한 성별, 인종, 계급, 특권, 자원 접근 및 건강 간의
연관성을 둘러싼 대화를 만들고자합니다.
보조금은 건강 또는 치과 절차에만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야합니까?

아니오, 보조금은 의료, 정신 건강 또는 치과 진료에 직접 사용될 수도 있지만, 절차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상쇄하거나, 일하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지원으로, 잃어버린 임금을
포함하는 관련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의학적 또는 치과적 문제를 해결한 후 이러나는
절차와 관련된 각종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예. 신청서에 상황을 철저히 설명하십시오. 과거 의료비 또는 치과 비용에 기초한 재정적
필요성도 위원회에서 고려합니다.
이 보조금에 세금을 내야합니까?
예. 개인에게 지급한 모든 보조금은 과세 소득입니다. 여성 창작 센타 WCCW 에서 납부한 금액을
나타내는 과세 연도 말에 1099를 받게됩니다. 수령한 모든 보조금을 전체 연간 세금 계획에 포함
하셔야합니다 (이 보조금도 포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