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시장실 

공청회 및 대중 의견 수렴 기간 공지 

2022년 연간 실행 계획안 

 

 

발신: 모든 이해 관계 기관, 커뮤니티 이사회, 그룹 및 개인 

 

시민 참여에 관한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통합 계획 규정의 24 CFR 91.105에 따라 시장실(Mayor’s Office of Operations)은 뉴욕시의 연간 

실행 계획(Annual Action Plan)을 시행하는 담당 기관과 함께 다음 일정을 정하였습니다. 

 

2022년 연간 실행 계획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3시. 

 

2022년 연간 실행 계획안에 대한 30일간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은 2022년 7월 1일 금요일부터 2022년 

7월 30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연간 실행 계획안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Cranston-Gonzalez 

주택법의 종합 주택 경제성 전략(Comprehensive Housing Affordability)의 법적 요건과 다음과 같은 

4개의 HUD 커뮤니티 계획 및 개발 사무국(Office of Community Planning and Development) 적격 

프로그램에 대한 시의 연간 신청서를 통합합니다. 즉, 커뮤니티 개발 블록 지원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CDBG), HOME 투자 파트너십(HOME Investment Partnerships), 긴급 

솔루션 지원금(Emergency Solutions Grant, ESG) 및 AIDS 환자를 위한 주택 기회(Housing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AIDS, HOPWA) 프로그램입니다.  

 

실행 계획안은 자금에 대한 시의 신청서뿐만 아니라 뉴욕 HOPWA 적격 대도시 통계 지역(Eligible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EMSA)을 위한 HOPWA 지원금 신청서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2022 

연방 회계 연도(Federal Fiscal Year, FFY)부터 HOPWA EMSA는 뉴욕시 5개 자치구와 업스테이스 

뉴욕 카운티 세 곳(웨스트체스터, 록랜드 및 퍼트남)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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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49,181입니다. 

  

공청회에서 계획안과 주택, 노숙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 주택 서비스 및 커뮤니티 개발 요구, 보다 

공정한 주택, 활동안 개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시의 연방 자금 사용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안을 확인하려면 https://www1.nyc.gov/site/operations/projects/consolidated-plan.page 

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뉴욕시의 통합 계획(Consolidated Plan)에 관한 문의는 뉴욕시 통합 계획 프로그램 

관리자(Program Manager)인 Lisa Rambaran에게 conplannyc@cityhall.nyc.gov로 연락해 주십시오. 

 

https://www1.nyc.gov/site/operations/projects/consolidated-plan.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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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plannyc@cityhall.nyc.gov로 이메일을 보내 이메일 발신 목록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쓰시지 않는 경우, 본인의 연락처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견은 

conplannyc@cityhall.nyc.gov로 제출하시거나 아래 주소로 우편을 통해 보내실 수 있습니다. 

 

Lisa Rambaran 

Mayor’s Office of Operations  

253 Broadway 10th Floor  

New York, New York 10007 

 

 

NYC 시장실에서 개최 예정인 Zoom 미팅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제: 구축 계획: 2022년 연간 실행 계획 | 온라인 공청회 

시간: 2022년 7월 20일 오후 2시 동부 시간(미국 및 캐나다) 

 

Zoom 미팅에 참여하세요 

https://us06web.zoom.us/j/85386079227 

 

미팅 ID: 853 8607 9227 

모바일 기기 탭하여 참여 

+16465588656,,85386079227# US (New York) 

+13126266799,,85386079227# US (Chicago) 

 

지역별 전화 

 +1 646 558 8656 US (New York) 

 +1 312 626 6799 US (Chicago) 

 +1 301 715 8592 US (Washington DC) 

 +1 253 215 8782 US (Tacoma) 

 +1 346 248 7799 US (Houston) 

 +1 720 707 2699 US (Denver) 

 

미팅 ID: 853 8607 9227 

지역별 번호: https://us06web.zoom.us/u/kbMokBcgP0 

 

 

 

 

 

 

 

 

뉴욕시:  Eric Adams, 시장 

Dan Steinberg, 시장실 운영 책임자 

 

날짜: 2022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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