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파일 D 

공청회 통지 

2023-24 회계연도 

 자금 할당 정책, 프로세스(FAPP)  

및 

2021-22 회계연도 CDBG-CV 자금 재할당을 위한 연간 실행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안 2 

 Orange 카운티 이사회 감독관이 2023-24 회계연도 자금 할당 정책 및 프로세스(FAPP) 및 CDBG-CV 자금의 재할당을 

검토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청회 날짜: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공청회 시간: 오전 9시 30분 또는 그 이후 가능한 한 빨리 

공청회 장소: 카운티 행정 노스(CAN) 

1층 청문회실 
400 W. Civic Center Drive 
Santa Ana, California 92701 

회의의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보려면 https://board.ocgov.com/board-meeting-media-archive를 방문하십시오. 주민들은 

response@ocogv.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곧 있게 될 이사회 회의에 의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 시작 전에 제출된 

의견은 공개 기록의 일부가 되며 이사회 구성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배포됩니다. 의견을 제출할 이사회 날짜와 주제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2023-24 회계연도 자금 할당 정책 및 프로세스(FAPP)는 주택, 경제 개발, 공공 시설 및 개선, 공공 서비스,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에 도움이 되는 재산 재활 활동을 위한 연방 커뮤니티 개발 블록 보조금(CDBG), 긴급 솔루션 보조금(ESG) 및 주택 투자 

파트너십 프로그램(HOME) 자금의 분배를 위해 제안된 자금 조달 프로세스 및 정책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FAPP에 나열된 사용 가능한 자금의 비율은 예상 추정으로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한 자금의 비율은 Orange 카운티의 2020-24 

회계연도 통합 계획(CP)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선 순위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 적격 활동에 사용됩니다. 

 2021-22 회계연도 연간 행동 계획의 실질적인 개정안 2는 커뮤니티 개발 블록 보조금 - 코로나 바이러스 자금을 이전에 

성공적으로 지출한 기존 프로그램과 소규모 참여 도시들과 기존 주택 재활 프로그램과 영구적인 지원 및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을 시행한 도시들에 커뮤니티 개발 블록 보조금 - 코로나 바이러스 자금으로 2,428,308달러를 재할당하며 영구적인 

지원 주택에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한, 대도시 커뮤니티 개발 블록 보조금 - 코로나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시행한 도시와 

중소도시를 지원하는 지역 노숙자 활동에 자금을 할당합니다.   

24 CFR 91.105에 따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HCD)은 연중 내내 의견을 받고 보다 구체적으로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활동을 

위한 자금과 관련하여 공고와 공청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장려합니다. 

 공청회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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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2022년 10월 3일부터 2022년 11월 3일까지 30일의 검토 기간을 제공하여 우려 사항 및/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FAPP 및/또는 CDBG-CV 자금 재할당에 대한 2021-22 회계 연도 연간 실행 계획의 실질적인 

개정안 2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사람은 서면으로 또는 감독위원회에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도록 초대됩니다. 

 의견 모든 관련 기관, 그룹 또는 개인은 2023-24 회계연도 FAPP 초안과 2021-22 회계연도 연간 실행 계획 개정안 2를 검토하고 

고려할 서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초대됩니다. 하드 사본은 1501 E. St. Andrew Place, Santa Ana CA에 위치한 HCD 사무실에서 또는 

craig.fee@occr.ocgov.com으로 이메일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본은 HCD 웹사이트 https://ochcd.org/community-

development에서도 온라인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 의견은 2022년 11월 3일까지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주소는 Housing 

& Community Development, 1501 E. St Andrew Place, 1st Floor, Santa Ana, CA92705, Attention: Mr. Craig Fee 또는 이메일 

craig.fee@occr.ocgov.com으로 보내야 합니다. Orange 카운티는 예정된 공청회 전에 접수된 모든 서면 의견을 고려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을 보내거나 (949) 527-0599로 Craig Fee에 전화하십시오. 

게시: 2022년 10월 3일: Orange 카운티 레지스터, La Opinion 및 Nguoi Vi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