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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카운티 협력단 

2023~24 연간 계획 
 

지역사회 개발 블록 조성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CDBG), HOME 투자 

파트너(HOME INVESTMENT PARTNERSHIPS, HOME), 비상 해결책 조성금(EMERGENCY SOLUTIONS 

GRANT, ESG) 및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 걸린 사람 대상 주거 공급 기회(HOUSING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AIDS, HOPWA) 프로그램 자금 
 

감리위원회에서  2023년 4월 4일 오전 9:00에 1600 Pacific Highway, San Diego, CA에 위치한 카운티 행정 센터 

310 호실에서 2023~24 회계연도의 연간 계획을 고려하기 위해 공청회를 주최할 것을 이로써 통보합니다.  

위원회는 다음 추산치의 제안된 사용을 고려합니다: 미 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로부터 카운티가 수령하는 지역사회 개발 블록 조성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CDBG) 자금 $4,210,628;  HOME 투자 파트너(HOME Investment Partnership, HOME) 자금 $3,575,146; 비상 

해결책 조성금(Emergency Solutions Grant, ESG) 자금 $369,509;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 걸린 사람 대상 주거 

공급 기회(Housing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HIV/AIDS, HOPWA) 자금 $5,619,991.  위원회는 또한 

2002~23회계연도의 지역사회 개발 블록 조성금, HOME 투자 파트너 및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 걸린 사람 

대상 주거 공급 기회 프로그램의 수익으로 추산되는 $4,045,000의 사용 제안과 전년도의 HOME 투자 파트너, 

비상 해결책 조성금, 지역사회 개발 블록 조성금 및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 걸린 사람 대상 주거 공급 기회로 

확보된, $12,400,000으로 추산되는 금액의 재할당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액수는 전년도의 자금 수준에 기반한 

것입니다.   
 
연간 계획은 제안된 활동이 2023~24회계연도와 전년도 확보에 의해 지원되며, 활동은 반드시 2020~24 통합 

계획에 수립된 목표를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개발 블록 조성금 프로그램은 카운티의 병합되지 않은 구역과 코로나도, 델마, 임페리얼 비치, 레몬 

그로브, 포웨이 및 솔라나 비치 시에 자금을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개발 블록 조성금 자금은 반드시: (1) 

저소득층에게 이득이 되거나; (2) 빈민가와 폐허를 방지/퇴치하거나; 또는 (3) 긴박한 지역사회 개발 필요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HOME 투자 파트너 프로그램은 카운티 HOME 투자 파트너 협력단 내 저렴한 주택 활동에 

자금을 제공합니다.  HOME 투자 파트너 협력단은 지역사회 개발 블록 조성금 구역에 더불어, 카스바드, 

엔시니타스, 라메사, 산마르코스, 산티 및 비스타 시를 포함합니다.  비상 해결책 조성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개발 블록 조성금 구역 노숙자 지원에 자금을 제공하며,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 걸린 사람 대상 주거 공급 

기회 프로그램은 샌디에고 카운티 전역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 걸린 사람과 이들의 가족의 주택/서비스에 

자금을 제공합니다.  
 
계획 초안의 사본은 2023 년 3 월 3일에서 2023 년 4 월 4일 30일간의 의견 제시 기간에 카운티 

웹사이트 www.sdhcd.com에서 대중의 검토 및 의견 제시를 위해 제공됩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예를 들어, 영어 이해 불능, 청각 장애 등)은 회의 5일 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서비스(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Services, HCDS)에 통고하십시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858) 694-8724 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장애 지원을 얻으려면, (866) 945-2207로 전화하십시오. 
  

http://www.sdhc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