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청회 통지서 

 

SAN DIEGO 카운티 컨소시엄 

회계 연도 2023-24 연간 계획 전략 

지역사회 개발 블록 보조금, 주택 투자 파트너십,  

AIDS 환자를 위한 주거 기회 및 긴급 솔루션 보조금 프로그램. 

 
 

감독위원회는 2022년 10월 25일 오전 9시에 CA, San Diego, 1600 Pacific Highway 카운티 행정 

센터 310호에서 회계 연도(FY) 2023-24 연간 계획 전략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SAN DIEGO 카운티는 보건 및 인적 서비스 기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서비스에서 관리하는 

네 가지 연방 자격 프로그램(지역사회 개발 블록 보조금(CDBG), 주택 투자 파트너십(HOME), 

AIDS 환자를 위한 주거 기회(HOPWA) 및 긴급 솔루션 보조금(ESG))을 통해 내년 회계연도에 

재정을 지원할 특정 프로젝트를 식별하고자 매년 연례 계획을 수립합니다. 연간 계획 

전략은 연간 계획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CDBG 및 ESG 프로그램은 비법인 지역과 6개 참여 도시(Coronado, Del Mar, Imperial Beach, 

Lemon Grove, Poway, Solana Beach)로 구성된 Urban 카운티의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활동에 

기금을 지원합니다. HOME 프로그램은 6개 컨소시엄 도시(Carlsbad, Encinitas, La Mesa, San 

Marcos, Santee, Vista)뿐만 아니라 Urban 카운티를 포함하는 HOME 컨소시엄 관할 구역의 

주택 활동 기금을 지원합니다.  HOPWA 프로그램은 전체 San Diego 카운티 지역에서 

운영됩니다. 

 

매년 카운티의 CDBG, HOME, HOPWA 및 ESG 프로그램에 대한 2023-24 회계연도 연간 계획을 

완료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연간 계획을 개발하기에 앞서 내년도 재정 지원 우선 순위와 

절차를 식별하는 연간 계획 전략을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현재 연간 계획 전략의 개요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andiegocounty.gov/sdhcd/index.html 
 

저희는 2023-24 회계연도 연간 계획 작성에 앞서 공청회를 통해 연간 계획 전략에 대해 

논평하고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요구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얻고자 일반 대중을 

초청하며, 여러분께서는 종료일인 2022년 10월 25일 이전까지 30일 동안 서면을 통해 

의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면 의견은 주택 및 지역개발 서비스, 지역개발 사업부(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Services, Community Development Division, 3989 Ruffin Road, San Diego, CA 92123, (619) 346-

3375)로 우송하거나 이메일(Community.Development@sdcounty.ca.gov)로 보내주십시오.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의 경우 해당 사업부((866) 945-2207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참여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영어 비사용자, 난청인 등)은 회의 날짜로부터 최소 5일 전에 

직원에게 문의하여 특별 준비를 요청해야 합니다. 

https://www.sandiegocounty.gov/sdhcd/index.html
mailto:Community.Development@sdcounty.ca.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