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통지서
FY 2022-23 연간 행동계획 초안
&
FY 2021-22 HOME-ARP 기금에 대한 연간 행동 계획의 중요한 변경
오렌지 카운티-OC 커뮤니티 자원
이 통지서는 오렌지 카운티의 디스트릭트 이사회가 2022-23 회계연도 연간 행동계획(AAP)과, HOME-미국
구조계획(ARP) 기금을 FY 2021-22 연간 행동계획(AAP)에 추가하기 위한 중요한 변경을 고려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공청회는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문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시행합니다.

공청회 날짜:

2022 년 4 월 26 일, 화요일

공청회 시간:

오전 9:30 혹은 그 직후의 가능한 시간

공청회 장소: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이사회 청문회 회의실
행정 홀
10 시빅 센터 플라자
산타 아나, CA 92701

FY 2022-23(AAP)은 커뮤니티 산하 미국 주택 및 도시개발부(HUD)가 오렌지 카운티에 교부하는 모든 연방 기금의
연간 사용에 대한 기본과 전략을 기술하는 포괄적인 문서로서, 커뮤니티 개발 포괄 보조금(CDBG), 주택 투자
파트너십(HOME) 긴급 솔루션 보조금(ESG) 프로그램에 의해 시행됩니다. FY 2022-23 AAP은 또한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에서 교부 받은 지역 기금(예: 15U 주택 기금) 관련 지역 기금을 처리하는데 사용합니다. FY 202223 AAP에서는 FY 2022-23에서 HUD 배정 부분을 근거로 예비 교부 내용을 지정합니다. 이러한 배정 금액은
공공시설 개선, 공공 서비스, 주택 복구, 그리고 중하위 소득 가구주들을 수혜자로 하는 지불가능 주택개발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1년 3월 11일, 미국 구조계획(ARP) 법안이 서명되어, 50억 달러의 ARP 기금을 HOME-미국
구조계획 또는 “HOME-ARP”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4월 8일, HUD는 HOME 공식을 사용하여 651명의
수혜자에게 HOME-ARP 펀드를 배정하였습니다. HOME-ARP 기금에서 어반 카운티는 $ 5,017,613를
배정받았습니다. HUD는 이러한 기금들을 어반 카운티 FY 2021-22 AAP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청취를 위한 초대: 이 통지서는 또한 FY 2022-23 연간 행동계획과, FY 2021-22 연간 행동계획에 대한 중요한 변경을
위한 30 일간의 검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여하한 관심 그리고/또는 의견이 있는 사람은 2022 년 3 월
18 일부터 2022 년 4 월 18 일 기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행동계획 또는 중요한 변경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사람은 서면으로 혹은 슈버바이저 이사회 앞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초대합니다.
30 일간의 검토와 언급 기간 동안, FY 2022-23 연간 행동계획과 FY 2021-22 연간 행동에 대한 중요한 변경의 초안은
주택 & 커뮤니티 개발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ochcd.org/community-development. 또한 공공
통지서는 다음의 공공 통지서 링크에 게시됩니다: www.ochcd.org/resources/public-notices. 사본이 필요하다면,
정규 업무 시간에 1501 이스트 스트리트 앤드류 플레이스, 산타 아나, CA 92705 에 있는 주택및지역사회개발부의
사무소에서 요청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오전 8:00 ~ 오후 5:00) 아래 번호로 사전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제출하는 의견은 2022 년 4 월 18 일 이전까지 소인이 찍혀야 하며, 수신 주소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부, 1501 이스트 스트리트 앤드류 블레이스, 산타 아나, CA 92705, 참조: 미스터 크레이그 피,
또는 이메일: craig.fee@occr.ocgov.com. 서면으로 제출된 모든 의견은 예정된 공청회 개최에 앞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크레이그 피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다음 연락처로 전화
부탁합니다: (714) 480-2996.
크레이그 피, 관리자
주택개발부

이 통지서는 다음 신문들에서 출판되고 번역될 것입니다:
2022 년 3 월 18 일 – OC Register, Nguoi Viet, La Opin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