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관리예산국 

지역사회 개발 블록 보조금 프로그램 - 재난 복구 

가용성에 대한 공지 

공청회 공지 

 

관심 있는 모든 주민, 그룹, 지역사회 위원회 및 기관들 대상:  

2022년 8월 26일 금요일에 뉴욕시는 허리케인 이다의 복구를 돕기 위한 연방 재난 지원금 $187,973,000에 

대한 계획을 발표합니다. 지역사회 개발 블록 보조금 - 재난 복구(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 

Disaster Recovery, CDBG-DR) 실행 계획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를 통해 제공되는 기금을 뉴욕시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상세히 소개합니다.  

이다 실행 계획(Ida Action Plan)은 향후 폭풍과 기타 기후 변화 영향으로부터 시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경제적 복구, 인프라, 완화 및 기획과 관련된 필요성과 배분에 대해 의논합니다. HUD 요건에 따르면 

적어도 CDBG-DR 기금의 70퍼센트는 중저소득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며, 적어도 기금의 80퍼센트는 

Bronx, Brooklyn, Queens, 및 Staten Island에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2022년 8월 26일부터 시작되는 계획을 확인하려면 https://www1.nyc.gov/site/cdbgdr/index.page를 

방문하세요. 핵심 요약 내용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벵골어, 아이티어, 한국어, 아랍어, 

우르두어, 프랑스어 및 폴란드어로 제공됩니다. 시각 장애인은 온라인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 

활자 형태(글꼴 크기 18포인트)를 포함한 실행 계획의 인쇄본은 요청 시 제공됩니다. 

이다 실행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2022년 8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의견은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오후 11:59(동부시간 기준)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서면 의견은 CDBGComments@omb.nyc.gov에 

제출하거나, 뉴욕시장실 산하 관리예산국(Mayor’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Attention: Julie 

Freeman, Director of Community Development, 255 Greenwich Street, 8th Floor, New York, New York 1000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당국은 추가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오후 7시에 가상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공지문의 끝부분에 있는 공청회 참가 링크를 참조하세요. 참석할 예정이고 번역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2022년 9월 9일 오후 11:59(동부시간 기준)까지 CDBGComments@omb.nyc.gov로 

요청서를 보내주세요.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되면, 모든 의견은 검토되며 시당국의 답변은 실행 계획에 통합됩니다. 의견과 

시당국의 답변을 포함한 최종 실행 계획은 HUD에 제출되고 시당국의 CDBG-DR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뉴욕시:  에릭 애덤스, 시장  

 자크 지하 박사, 뉴욕시장실 산하 관리예산국 국장  

날짜: 2022년 8월 19일 

주제: CDBG 재난 복구(CDBG-DR) 허리케인 이다 

시간: 2022년 9월 14일 오후 7시 동부 시간(미국 및 캐나다) 

 

줌 미팅 참여 

https://us06web.zoom.us/j/83037934893 

 

https://www1.nyc.gov/site/cdbgdr/index.page
mailto:CDBGComments@omb.nyc.gov
mailto:CDBGComments@omb.nyc.gov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us06web.zoom.us/j/83037934893&data=05|01|FreemanJ@omb.nyc.gov|9176aa6f0ae14874256a08da7bd4bc67|69fa79eee93a4ddfb8d1fbf15f49f820|0|0|637958450882353710|Unknown|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000|||&sdata=1xbUvkfvbKsGUtZdODG88hQ1tHbA65VubCElb/o8hME=&reserved=0


미팅 ID: 830 3793 4893 

단일 탭 모바일 

+16469313860,,83037934893# 미국 

+16465588656,,83037934893# 미국 (뉴욕) 

 

지역별 전화걸기 

        +1 646 931 3860 미국 

        +1 646 558 8656 미국 (뉴욕) 

        +1 301 715 8592 미국 (워싱턴 DC) 

        +1 309 205 3325 미국 

        +1 312 626 6799 미국 (시카고) 

        +1 564 217 2000 미국 

        +1 669 444 9171 미국 

        +1 719 359 4580 미국 

        +1 720 707 2699 미국 (덴버) 

        +1 253 215 8782 미국 (타코마) 

        +1 346 248 7799 미국 (휴스턴) 

        +1 386 347 5053 미국 

미팅 ID: 830 3793 4893 

 https://us06web.zoom.us/u/kbC4nbQY0r에서 자신의 지역 번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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