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AP-05 핵심 요약 - 24 CFR 91.200(c), 91.220(b)

1.

개요

2022년 통합계획 1개년 실행 계획안(이하 “실행 계획안”)은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커뮤니티 계획개발
사무국(Office of Community Planning and Development) 정부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뉴욕시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에 제출한 연례
신청서입니다. 즉 커뮤니티 개발지구 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CDBG),
주택투자협력 프로그램(HOME Investment Partnerships, HOME), 긴급 해결 보조금(Emergency
Solutions Grant, ESG) 및 에이즈 감염자를 위한 주택기회(Housing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AIDS, HOPWA)의 네 가지 프로그램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실행 계획안은 정부재정지원 기금을 위한 뉴욕시 차원의 신청일 뿐 아니라 뉴욕 HOPWA 적격
대도시 통계 구역(Eligible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EMSA)을 위한 HOPWA 보조금 신청의
의미도 있습니다. New York-Newark-Jersey City 내 대도시 분과의 구성인 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발행한 대도시 통계 개정판의 결과(OMB 게시 번호 18-04)로서
NY-NJ-PA 대도시 통계 지구(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MSA)는 2022년 연방정부
회계년도(Federal Fiscal Year, FFY)에 영향을 미치며 바뀌었습니다. OMB 게시 번호 18-04 및 42
U.S.C. 12903(c)(2)(B)에 의거해, FFY 2022 및 후속 할당을 위한 뉴욕시의 HOPWA EMSA에는 다음의
카운티가 포함됩니다. 즉, Bronx County, NY; Kings County, NY; New York County, NY; Putnam
County, NY; Queens County, NY; Richmond County, NY; Rockland County, NY; 및 Westchester
County, NY가 포함됩니다.
2022 프로그램 연도를 위해 시는 4개의 HUD 분류 지원금 프로그램에 대한 적격 자금으로
$304,212,902를 받았습니다. 즉, CDBG는 $166,259,543, HOME은 $81,327,120, HOPWA는
$41,777,058, ESG는 $14,849,181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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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에서 확인되는 목표 및 성과 요약

HUD 전략적 목표 도표 – CDBG에 한함
DH-1: 적정 저비용 주택 제공의 목적을 위한 접근성

$26,161,000

4개의 프로그램은 화재나 기타 비상사태로 주거지를 이탈하게 된 이들에게 안전한 주택을 제공하고
무주택 가구를 위한 저렴한 영구 주택을 찾아 주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주택 마련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DH-3: 적정 저비용 주택 제공의 목적을 위한 지속 가능성

$294,469,000

6개의 프로그램은 주거 기준 위반을 해결해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긴급 수리를 수행하며 적절한 개량을
실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EO-1: 경제적 기회 창출의 목적을 위한 접근성

$2,603,000

1개의 프로그램은 중저소득층 지역에서 상업 지구를 활성화하고 지역 개발 공사 및 상인 조직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EO-2: 경제적 기회 창출의 목적을 위한 적정성

$4,524,000

1개의 프로그램은 중저소득층 가구/개인에게 무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L-1: 적절한 주거 환경 조성의 목적을 위한 접근성

$35,452,000

9개의 프로그램은 여가 활동, 공동체 텃밭, 무주택자 대상 서비스, 공립학교 개선 및 설비, 시니어 센터
개조, 가정 폭력 및 기타 범죄 피해자 대상 서비스 및 커뮤니티 센터 운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L-2: 적절한 주거 환경 조성의 목적을 위한 적정성

$375,000

1개의 프로그램은 식품 불안정층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합니다.
SL-3: 적절한 주거 환경 조성의 목적을 위한 지속 가능성

$31,954,000

5개의 프로그램은 도시 공공 시설 위반을 정정 또는 예방하고 유해한 구조를 철거하며 역사적 부지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해당 사항 없음 - 기획 / 행정

$34,345,000

5개의 프로그램은 기획 또는 행정 활동으로 분류되는데, 이것이 HUD 전략적 목표를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한 주택을 조성하고 부지를 역사적 지위에 맞게 평가하고 지정하며 주택 공실 여부와
적정성을 조사하며 지역 차원의 계획 연구를 지원하고 CDBG 기금이 연방 규제를 준수해 사용되도록 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총합

$429,883,000

주택 투자 협력(HOME)
안전하고 깨끗한 저비용 주택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총족시키고자 HOME 프로그램은 2022년
다음의 프로그램에 재정을 지원합니다.

•

두 개 프로그램은 적정 저비용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누계 $48,194,408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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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의 프로그램은 적정 저비용 주택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누계 $25,000,000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HOME 기금의 나머지 금액인 약 $8,132,712는 프로그램 행정 및 기획에 사용될 것이며 따라서
HUD에서 정의된 성과/목표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긴급 해결 보조금(ESG)
• 한 개의 프로그램은 무주택 상태에 있는 1인 성인에게 긴급 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누계 $7,663,794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 개의 프로그램은 임시 및 영구 주택으로의 배치를 촉진하기 위해 비보호 무주택 상태를
경험하는 개인에게 길거리 상담 및 이용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총 $900,500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 개의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기반의 예방 서비스를 통한 무주택 예방을 목적으로 총
$2,949,009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ESG 기금의 나머지인 약 $3,335,878는 무주택자를 평가, 연결 및 영구 주택으로의 배치를
목적으로 CAPS, NYC의 기관 간 연계 시스템의 지속적 개발을 포함해 건강 관리 정보
시스템(Health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HMIS) 활동에 사용될 것입니다.

에이즈 감염자를 위한 주택기회(HOPWA)
영구 지원 주택, 세입자 기반 임대 보조금 제공, 영구 주택 배치 및 저소득 HIV/AIDS 감염자(Persons
living with HIV/AIDS, PLWHA)의 노숙을 방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HOPWA 프로그램은
저소득 PLWHA(HIV/AIDS 생존 감염인)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할 우선적 필요성을 충족시킬
의도로 뉴욕시 EMSA(적격 대도시 통계 구역) 전역에 연간 약 3,000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2022년에는
•

세 개의 프로젝트 후원측은 세입자 기반 임대 보조금 제공을 통해 저소득 PLWHA 사이의 무주택
방지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

한 개의 프로젝트 후원측은 저소득 PLWHA 중 무주택 상태를 줄이고 저소득 PLWHA에서 주택
안정성을 늘리며 영구 주택 배치를 통해 저소득 PLWHA에 대한 보호 조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3개의 프로젝트 후원측은 저소득 PLWHA에 대한 주택 안정성을 늘리고 영구 시설 기반 주택
및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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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 성과 평가

우리 시의 2020년 통합 계획 연례 성과 보고서(Consolidated Plan Annual Performance Report, CAPER)
는뉴욕시장실 산하 운영국(Mayor’s Office of Operation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HOPWA 포뮬라 재정 지원 펀드의 과거 성과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시다면, 2020 CAPER
부록에 있는 해당 관할 구역의 HOPWA 성과에 나온 가장 최근 자료인 시의 2020 HOPWA CAPER를
참조하십시오.

4.

시민 참여 과정 및 협의 과정 요약

시에서는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통지 기법을 사용합니다. 2022년 연례 실행 계획안을 위한
공개 검토 기간 동안, 뉴욕시 주민, 조직 및 의견을 구하는 공무원에게 500여 통의 알림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또한 도시 전역에 발행되는 세 개의 지역 신문에 공청회에 관한 공지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게재되었습니다.
뉴욕시장실 산하 운영국 및 뉴욕시 관리예산처 웹사이트에도 해당 공지가 게시되었습니다. 2022년
연례 실행 계획의 PDF 버전은 공개 검토와 다운로드를 위해 뉴욕시장실 산하 운영국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뉴욕시장실 산하 운영국에서는 2021년 12월 9일 목요일부터 2022년 1월 7일 화요일, 이 기간 동안
2022년 연례 실행 계획안 공식화에 대한 30일 대중 여론 수렴 기간(Public Comment Period)을
발표했습니다. 12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3시 2022년 연례 실행 계획안 공식화에 관한 온라인
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뉴욕시장실 산하 운영국에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7월 30일까지 2022년 연례 실행 계획
최종 제출에 대한 30일 대중 여론 수렴 기간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7월 20일수요일 오후
2시~3시까지 2022년 연례 실행 계획안에 관한 가상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일반 국민은 2022년 7월 30일 운영 종료 때까지 2022년 연례 실행 계획안에 관한 서면 의견서를
다음으로 제출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 Lisa Rambaran, New York City Consolidated Plan Program
Manager, Mayor’s Office of Operations, 253 Broadway 10th Floor, New York, New York
10007,이메일: ConPlanNYC@cityhall.ny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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