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호미시(Snohomish) 카운티

공청회 통지 및 의견 표출 기회
추가 지역 사회 개발 포괄 보조금-코로나바이러스(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Coronavirus) 제안서
스노호미시 카운티 어반 컨소시엄(Urban Consortium)
스노호미시 카운티 어반 카운티 컨소시엄의 주관 기관인 스노호미시 카운티는 모든 이해
관계자, 공공 기관, 조직, 지방 정부 및 기타 당사자가 지역 사회 개발 포괄 보조금
코로나바이러스(CDBG-CV2) 기금 사용 제안에 대해 검토 및 의견을 제시하고 공청회에 참석할 것을
권장합니다.
배경: 스노호미시 카운티 컨소시엄은 지역 사회 개발 포괄 보조금(CDBG), 홈 투자
파트너십(Home Investment Partnerships, HOME), 비상 대책 보조금(Emergency Solutions Grant, ESG)
프로그램에 따라 스노호미시 카운티와 카운티 내 도시 및 마을 간의 파트너십 하에 어반
카운티로서 연방 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연방 코로나바이러스 원조, 구제 및 경제 안보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과 미합중국 주택도시개발부(Housing & Urban Development, HUD)는 CDBG
코로나바이러스(CDBG-CV2) 기금 중 $38,000,000를 상무부(Commerce)의 주 CDBG 프로그램에
수여했습니다. CDBG-CV2 기금 중 $10,000,000는 도시 CDBG 재정 지원 혜택에 할당되어 도시 CDBG
재정 지원 혜택에 의해 관리되는 CDBG-CV1 활동의 일환으로 확장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알림 활동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컨소시엄은 CDBG-CV2 기금의 $956,671를 수령할 수 있으며 현재 상무부에 제출할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는 HUD로부터 직접 CDBG-CV1 기금을
수령하였으며 CDBG-CV2의 사용 제안의 목적은 이미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 대비 및 대응하고
있는 CDBG-CV1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제안서 요약: CDBG-CV2 기금을 “코로나19 복구 고용 훈련 프로젝트(Covid-19 Recovery
Employment Training Project)”를 위해 Workforce Snohomish에 할당할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CDBG-

CV2 기금의 총 $908,838는 노숙 문제를 겪고 있는 가구와 주거 불안정을 경험하는 중간 소득 80%
이하 소득의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고용 훈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에
대비, 대응 또는 예방하는 기존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CDBG-CV2 기금의 총 $47,833는 스노호시미 카운티 컨소시엄의 보조금 수령자 및 주관
기관인 스노호미시 카운티가 필요한 CDBG-CV2 보조금 계획 및 행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배정될
예정입니다.

주민 검토 및 의견: 모든 이해 관계자분들의 제안서 검토와 의견을 표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안서 전문의 사본은 다음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https://www.snohomishcountywa.gov/5645/Consolidated-Plan-for-2020-2024

•

사본 요청 (연락처 정보 아래 기재)

 서면 의견은 2021년 5월 13일 오후 4시까지 Debra May에게
이메일(debra.may@snoco.org)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소: Snohomish
County Human Services Department, Housing & Community Services Division -- M/S 305,
3000 Rockefeller Ave, Everett, WA 98201. 접수된 의견은 제안서가 확정되기 전에 고려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청회. 스노호미시 카운티는 제안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얻고,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구두 및 서면 의견 모두 청문회에서
수용됩니다.
시간/날짜: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오전 9시
장소: Zoom Meeting을 이용합니다.
https://zoom.us/j/91637951487?pwd=bzg2SGMvTmZ3Mk5PbVI4Zy9zT0VuUT09
콜인 번호: 1-253-215-8782
회의 ID: 916 3795 1487
비밀번호: 683565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관련 공지. 스노호미시 카운티는 모든
대중에게 엑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요청 시 장애인이 온라인 공청회에 온전히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안서를 대체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 편의 제공이
이뤄집니다. Debra May에게 debra.may@snoco.org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425-388-3264번으로
전화하거나, TTY의 경우 음성은 711 또는 1-800-833-6384번으로, 문자는 1-800-833-6388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통역사 서비스. 상당수의 비영어권 거주민이 참여할 것이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 요청 시 공청회를 위한 외국어 통역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통역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공청회로부터 최소 1주일 전까지 Debra May에게 debra.may@snoco.org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425-388-3264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