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샌디에이고 카운티 주택 당국 

 
공공주택청(PUBLIC HOUSING AGENCY) 계획 

2023-2024 회계연도 연간 계획 
 

샌디에이고 카운티 주택당국위원회는 2023년 4월 5일 오전 9:00시에 카운티 행정센터 
(1600 Pacific Highway, San Diego, CA) 310호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개 증언은  
2023-2024 회계연도에 제안된 연간 계획, 공공 주택 입주 및 계속 점유 정책, 주택 선택 바우처 섹션 
8 관리 계획에 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17일, 참조된 계획은 45일의 공개 검토 
및 의견 수렴 기간 동안 공표됩니다. 
 
공개 증언은 2023-2024 회계연도에 제안된 연간 계획, 공공 주택 입주 및 계속 점유 정책, 주택 선택 
바우처 섹션 8 관리 계획에 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청(PHA) 계획은 현지 주택 
요구와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PHA의 정책, 프로그램, 운영 및 전략에 관한 종합 가이드입니다. 
공공 주택 입학, 계속 점유 정책 및 섹션 8 행정 계획은 PHA의 공공 주택 프로그램 및 섹션 8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관리 문서입니다. 
 
직접 참석하는 대신 일반 대중은 제안된 공공주택청 2023-2024 회계연도 연간 계획, 공공 주택 입학 
및 계속 점유 정책, 주택 선택 바우처 섹션 8 관리 계획에 대한 의견을 이메일 
(publiccomment@sdcounty.ca.gov)을 통해 제출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제출된 모든 
의견은 검토를 위해 이사회 구성원과 최고 행정 책임자에게 보내집니다. 의견은 회의가 끝날 
때까지 접수합니다. 
 
참조 문서 및 보충 서류는 2023년 2월 17일부터 www.sdhcd.org에서 즉시 열람할 수 있으며, 검토를 
위해 다음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멜로즈 매너(Melrose Manor) 
아파트먼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청     1678 Melrose Ave., Apt. 13 
3989 Ruffin Road      Chula Vista, CA 91911 
San Diego, CA 92123 
 
타운센터 매너(Manor) 아파트먼트 아파트먼트   L 세인트 매너(St. Manor)  
434 F St., Apt. 101      584 L St., Apt. F 
Chula Vista, CA 91911      Chula Vista, CA 91911 
 
도로시 세인트 매너(Dorothy St. Manor) 아파트먼트      
778 Dorothy St., Apt. A  
Chula Vista, CA 91911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청 
웹 사이트: www.sdhcd.org 

 
서면 의견은 공청회 이전과 2023년 4월 5일에 끝나는 45일의 의견 수렴 기간 동안 다음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청 
수신: Monique Mercier 

3989 Ruffin Road,  
San Diego, CA 9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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