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뉴욕시장실 산하 운영국 

공고 

2021 통합 연간 성과 및 평가 보고서 

(CAPER) 및 

2022-2025 HOPWA 전략 계획 수정안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기관, 지역사회 위원회, 그룹 및 개인들께: 

뉴욕시장실 산하 운영국(Mayor’s Office of Operations)에서는 2021 통합 계획 연간 
성과 및 평가 보고서(Consolidated Plan Annual Performance and Evaluation Report, 
CAPER)에 대해 15일 동안, 그리고 2022-2025 HOPWA’ 전략 계획 수정안(HOPWA’s 
Strategic Plan Amendment 2022-2025)에 대해 30일 동안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2021 통합 계획 연간 성과 및 평가 보고서(CAPER)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지역사회계획개발사무소(Office 

of Community Planning and Development, HUD-CPD) 4개의 공식 자격 보조금 

프로그램인 지역사회 개발 지구 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CDBG), 주택 투자 협력(HOME Investment Partnerships, HOME), 긴급 해결 

보조금(Emergency Solutions Grant, ESG) 및 에이즈 감염자를 위한 주택 

기회(Housing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AIDS, HOPWA)의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성과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2021년 프로그램 연도 동안 지원받은 자금과 그에 대한 공약 및 

수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뉴욕시는 2021년에 4개의 HUD 공식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약 $309,380,423를 

받았습니다. CDBG에서는 $176,648,890, HOME에서는 $74,450,389, HOPWA에서는 

$43,481,723 및 ESG에서는 $14,799,421를 지원받았습니다. 

뉴욕시장실 산하 운영국에서 2022년 10월 27일부터 2022년 11월 10일까지 15일 

동안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시의 2021년 CAPER는 뉴욕시장실 산하 운영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 통합 계획 연간 성과 및 평가 보고서(CAPER)에 대한 서면 의견은 
ConPlanNYC@cityhall.nyc.gov로 Ms. Lisa Rambaran에게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Mayor’s Office of Operations, 253 Broadway, 10th Floor, New York, New York 

10007로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접수된 모든 의견은 요약되고, 기관의 응답과 통합된 후 HUD에 제출됩니다. 
 

 

2022-2025 HOPWA 전략 계획 수정안: 

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 발표한 대도시 통계 지구(OMB 

https://www1.nyc.gov/site/operations/projects/consolidated-plan-annual-performance-reports.page
mailto:ConPlanNYC@cityhall.nyc.gov


공보 18-04) 개정으로 인해 New York-Newark-Jersey City, NY-NJ-PA 대도시 

통계 지구(MSA) 내의 대도시 지역(Metropolitan Division) 구성이 2022년 연방 회계 

연도(FFY)부터 변경됩니다. OMB 공보 18-04 및 42 U.S.C. 12903(c)(2)(B)에 따라, 

2022년 회계 연도 및 추후 배당에 해당되는 뉴욕시의 HOPWA EMSA 관할 구역은 1) 

Bronx, 2) Kings, 3) New York, 4) Queens, 5) Richmond, 6) Putnam, 7) Rockland, 

및 8) Westchester 카운티를 포함합니다. 

이전 NY의 EMSA 관할 구역이었던 Middlesex County, NJ, Monmouth County, NJ 및 

Ocean County, NJ는 이제 2022년 연방 회계 연도 및 추후 HOPWA 배정에 대해 New 

Brunswick Lakewood, NJ 대도시 지역에 속하게 됩니다. Township of Lakewood, 

NJ는 이 새로운 EMSA에 대해 HOPWA 수혜 자격이 됩니다. 

이전에 NY EMSA 관할 구역에 속했던 Orange County, NY는 이제 2022년 회계연도 

및 추후 배정에 대해 뉴욕주의 HOPWA 주 서비스 지역 균형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전에 뉴욕주의 HOPWA 주 서비스 지역 균형에 속했던 Putnam County는 이제 

2022년 연방 회계 연도 및 추후 배정에 대해 뉴욕시의 EMSA 관할 구역에 포함됩니다. 

뉴욕시는 2022 회계연도부터 주택 자원 개발, 시스템 조정, HOPWA 교육 비용 및 

HIV/AIDS 주택 필요성 평가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고자 HOPWA의 새로운 목표인 

자원 파악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뉴욕시장실 산하 운영국에서 2022년 10월 27일부터 2022년 11월 25일까지 30일 

동안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2022-2025 HOPWA의 전략 계획 수정안은 

뉴욕시장실 산하 운영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 의견은 ConPlanNYC@cityhall.nyc.gov로 Ms. Lisa Rambaran에게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Mayor’s Office of Operations, 253 Broadway, 10th Floor, New York, 

New York 10007로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접수된 모든 의견은 요약되고, 기관의 응답과 통합된 후 HUD에 제출됩니다. 

 

 

 

 

 

 

 

 

 

 

뉴욕시: Eric Adams, 시장 

Dan Steinberg, 국장, 뉴욕시장실 산하 운영국 

 
 

날짜: 2022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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