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 카운티
공청회 공지
5 개년 계획에 대한 중대 수정을 포함한 영구적 지역 주택 할당(PLHA)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초안
본 공지는 오렌지 카운티 관리 위원회가 5 개년 계획에 대한 중대 수정을 포함한 영구적 지역 주택 할당(PLHA) 프로그램의
3 년 할당 적용에 대한 초안을 검토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공청회 진행 날짜:
공청회 진행 시간:
공청회 진행 위치:

2022 년 10 월 18 일, 화요일
오전 9 시 30 분 (상황에 따라 조금 늦어질 수 있음)

캘리포니아 산타 아나 92701
씨빅 센터 드라이브 400W
1 층 카운티 관리 북부
위원회 청문실

관심있는 모든 단체, 그룹 및 시민 여러분께:
영구적 지역 주택 할당(PLHA) 프로그램 3년 할당 적용 및 5개년 PLHA 계획에 대한 중대 수정에 대한 초안은 캘리포니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HCD)가 지역 사회의 충족되지 않는 주택에 대한 필요성 해결에 도움을 줄 주택 관련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위해 캘리포니아의 지역 정부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PLHA 계획에 따라 오렌지 카운티에 제공한 정부 기금 사용
전략을 보여주는 종합 문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3 년 공식 할당을 권리 관할권으로 받을 것이고 이에 비례하는 지분을 오렌지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과 Brea,
Cypress, Dana Point, La Palma, Laguna Beach, Laguna Hills, Laguna Woods, Los Alamitos, Stanton 및 Villa Park 도시
카운티의 도시들에 PLHA 성립 조건을 충족할 것과 5 개년 PLHA 계획 기간 중 계속하여 PLHA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조건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PLHA 3 년 할당 적용에 대한 초안에는 도시 카운티의 도시들과 카운티가 비법인 지역을 위해
고른 취할 수 있는 PLHA 활동에 대해 보여주는 5 개년 PLHA 계획에 대한 중대 수정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 카운티의 도시들과 비법인 지대를 대신하여 지원받는 할당될 활동은 2 가지 자격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주택과 자본, 그리고 탐색 센터 및 지역 응급대피공간에 필요한 운영 자금을 받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빠른 재건설, 임대 지원, 지원/상황적 관리 서비스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노숙자나 노숙자가 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도움과; 늙은이를 위한 자가 거주 주택으로의 접근성 개선 수정이 포함됩니다. 두 활동 모두 수익이 지역 중위
소득(AMI)의 6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카운티가 할당이 이루어진 활동의 관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PLHA 지원 금액은 총 금액의 5%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의견
본 공지의 목적은 대중으로 하여금 우려하는 점과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최소 15 일 간의 검토 기간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2 년 9 월 22 일에 시작하여 2022 년 10 월 7 일에 종료됩니다. 5 개년 PLHA 계획에 대한 중대 수정을
포함한 PLHA 3 년 할당 적용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서면으로 표하거나 관리 위원회 앞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검토 및 의견 제출 기간 중 HCD의 웹사이트 https://www.ochcd.org/community-development에서 5개년 계획에 대한 중대
수정, 예산 수정 양식 및 PLHA 3년 할당 적용에 대한 초안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 링크
www.ochcd.org/resources/public-notices에 공시가 게시됩니다. 장애인이나 언어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문건은 신청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 보통 업무 시간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이에
캘리포니아 산타 아나 92705 St Andrew Place 1501 E에 위치한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에서 사본도 사용 가능합니다.
아래의 전화번호로 미리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으신 의견은 반드시 2022년 10월 7일까지 소인을 찍어캘리포니아 산타 아나 92705 St Andrew Place 1501 E에 위치
한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앞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주의: Michele Zdeba 또는 michele.zdeba@occr.ocgov.com. 오
렌지 카운티는 접수한 모든 서면 의견을 예정된 공청회 전에 모두 검토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Michelle Zdeba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714) 480-2994로 전화하십시오.
Michelle Zdeba

OC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본 공지는 다음의 신문사에서 발행 및 번역됩니다:
2022년 9월 22일 - OC Register, Nguoi Viet 및 La Opin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