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호미시 카운티

공지 사항 및 의견 제출 기회
주요 개정 제안 사항
스노호미시 카운티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Snohomish County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2019년 연간 사업 계획(Annual Action Plan)
스노호미시 카운티(이하 '카운티')는 스노호미시 카운티 어반 카운티 컨소시엄(Snohomish
County Urban County Consortium)의 주관 기관으로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보완적 커뮤니티 개발 포괄 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CDBG-CV3)의 3단계 추가
지원을 위해 컨소시엄의 2019년 연간 사업 계획에 반영할 주요 개정안에 대한 공개 검토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간 사업 계획에서는 컨소시엄의 5개년 통합 계획에 제시된 5개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보조금이 연중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설명합니다. 보조금 자금원에는 커뮤니티 개발 포괄
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CDBG), 주택 투자 파트너십(HOME Investment
Partnerships, HOME) 및 비상 해결 보조금(Emergency Solutions Grant, ESG)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이 자금은 저가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이를 통해 카운티 내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와 지역에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간 사업 계획에는 특정 활동에 대한 자금
편성이 포함됩니다.
2020년 3월 27일, 공법 116-136, 즉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호 및 경제안정법(Corona Virus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에 의거해 코로나바이러스의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해
보완적 CDBG-CV 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CDBG-CV3 보조금 자금은 컨소시엄의 재정 지원 혜택인
CDBG 기금과 동일한 프로세스를 통해 컨소시엄의 최신 CDBG 사업 계획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CDBG-CV3 자금은 CARES 법안의 기존 요건 및 유연성을 고려하여 시민 참여 계획(Citizen Participation
Plan) 및 주요 개정 과정을 통해 기존 2019년 연간 사업 계획에 추가됩니다.
개정 제안 사항 요약
스노호미시 카운티는 2019년 연간 사업 계획에 대하여 주요 개정 제안 사항에 대해 2021년 7월 19일

월요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5일간의 공개 검토 및 의견 제출 기간을 갖고자 합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해 CDBG-CV3 자금에 $3,095,878를
편성하고 CDBG-CV3 자금의 40%를 공공 서비스에, 20%를 경제 발전에, 20%를 공공 시설 및 인프라에,
그리고 20%를 계획 및 행정 비용에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CDBG-CV3 자금을 다음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1. 공공 서비스
CDBG-CV3 자금 중 $1,238,351는 '고용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입니다.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이 프로그램은 고용 안정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주거 불안 또는 노숙 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과 가족을 참여, 연결 및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금을
지원받는 사람들 중 51% 이상은 에버렛과 메리스빌 시 외부의 스노호미시 카운티에 거주하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층일 것입니다.
다음 기관에 고용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CDBG-CV3 자금이 배분됩니다.
a. $206,391: 워싱턴 지원 기관(Cares of Washington),
b. $206,391: 희망의 주택(Housing Hope),
c. $206,391: 오리온 인더스트리즈(Orion Industries),
d. $206,395: 난민 및 이민자 서비스(Refugee and Immigrant Services NW),
e. $206,391: 시애틀 굿윌 인더스트리즈(Seattle Goodwill Industries), 및
f.

$206,391: TRAC 어소시에이츠(TRAC Associates)

2. 경제 발전
다음 프로그램을 통해 총 $619,176가 신규 또는 기존 자영업을 설립, 안정화 또는 확장하기 위해
자영업(사업주를 포함하여 직원 5인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에 보조금으로 제공됩니다.
스노호미시 인력 지원 프로그램(Workforce Snohomish) - 스노호미시 카운티 자영업 구제, 복구
및 회복 프로그램(Snohomish County Small Business Relief, Recovery, and Resiliency Program)
3. 공공 시설 및 인프라
총 $619,176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해 수행되는 공공 시설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추후 결정될 것입니다. 공공 시설 및 인프라
프로젝트 신청과 관련하여 가용 자금에 대한 공지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적격 프로젝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프라: 다음과 같은 공공 시설의 인수, 건설, 복구 또는 설치 및 개선. 상하수도
프로젝트, 배수 시설,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 근린 공원, 여가 시설, 공공 용지, 거리, 보도
및 인도, 및 건축적 장벽 제거.
 공공 시설: 무료 급식소, 노인 복지관, 시민 문화 회관 등의 커뮤니티 시설의 인수, 건설
또는 복구.
4. 행정 비용
스노호미시 카운티 컨소시엄의 보조금 수령 기관이자 주관 기관인 스노호미시 카운티가 총
$619,175를 CDBG-CV3 보조금 계획 및 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공개 검토 및 의견 제출: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주요 개정 제안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개정 제안 사항 전문 사본은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https://snohomishcountywa.gov/2892/Consolidated-Plan-for-2015-2019

•

사본 요청(연락처 정보는 아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견은 서면으로 2021년 7월 23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개정 제안 사항에 대한 최종 조치 전에 고려될
것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다른 형식으로 개정안 정보를 제공받거나 다른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합리적인 편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연락처 정보는 아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합리적인 편의 서비스를 요청하려면, 담당자 Debra May에게
이메일(debra.may@snoco.org) 또는 전화(425-388-3264) TTY 711 또는
우편(
Snohomish
County Human Services Department – OHCD M/S 305, 3000 Rockefeller Avenue, Everett, WA
98201)을 통해 연락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