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통지
및 다음을 위한 제안 요청서
(재정 년도) CDBG 프로그램
통지는 (양수인의 이름, 대리인인 경우 ~를 대리하여)에 의해 (시간)에 제공되며 (주소포함 장소)에서
(날짜)에 (시간)에 공청회를 개최함을 포함합니다. 이 회의는 장애가 있는 개인 및/또는 제한된 영어
구사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참여와 편의 요청을 희망한다면, (승인 담당자)에게 72시간
이전에 (청각 장애자용 전화 단말장치 번호 포함한 전화번호, 이메일 연락처) 로 연락 주십시오.
이 공청회의 목적은 지역개발 포괄 보조금 프로그램(CDBG)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시 이름)의
필요와, 이전년도의 지역개발 포괄 보조금 프로그램(CDBG) 지원 하에서 (양수인의 이름, 대리인인

경우 ~를 대리하여) 의 성과, 그리고 (시 이름)의 요구된 3년 지역개발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양수인의 이름, 대리인인 경우 ~를 대리하여) 는 Pennsylvania의 영연방으로부터 (재정 년도)의 CDBG
기금의 대략 (할당 금액)의 할당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양수인의 이름, 대리인인

경우 ~를 대리하여) 는 (재정 년도) 프로그램 동안의 프로그램 수익으로 (금액, 해당된다면)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 가능한 재정 지원의 최소 70%는 저소득층 또는 중간소득층을 위한 활동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안된 활동은 서비스 지역의 최소 51%의 중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어야
중저소득층 프로젝트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PA 지역사회 및 경제개발 부서(DCED)는
(지원날짜는 DCED지원 에 따름)의 지원 마감일을 공고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종류의 활동은 CDBG 프로그램의 기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배수/하수관 교체
및 개량, 주택 복구, 알맞은 가격의 주택 시공, 지역사회/공공 시설 건립/재건, 오락 시설, 새롭거나
서비스 전달에 양적인 증가를 제공하는 공익사업, 거리 개선, 문화재 보존, 건축상 장애물 제거, 암호
보완, 경제 발전, 취득 또는 재배치, 정리 또는 파괴, 그리고 전반적 행정, 계획,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
CDBG 프로그램 적용 준비
(양수인의 이름, 대리인인 경우 ~를 대리하여) 이 가족이나 개인의 이동을 일으키는 활동을
착수한다면, (양수인의 이름), 그러한 이동을 최소화하는 규정을 적용할 것입니다. (양수인의 이름,

대리인인 경우 ~를 대리하여) 이 모든 저, 중 소득층을 주택을 교체할 책임이 있으며 CDBG 기금의
사용의 결과로 철거되거나 개조될 수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있는 시민은 참석이 권유 되며 공청회에서 증언할 기회가 제공되는 것 및/또는 (양수인의

이름, 대리인인 경우 ~를 대리하여)의 필요, 제안된 CDGB 프로그램 활동, CDBG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면뿐만 아니라 CDGB 기금의 이전의 사용에 관련된 것들을 (마감 날짜 및 시간)까지 (주소 및 이메일을

포함한 장소)에 제안 및 언급을 제출함으로 서면 언급을 제시할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