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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 랜드 카운티 공청회 - CDBG-MIT 기금 
 

 

의제 

 -환영과 소개 
  

-Richland 카운티의 최근 재난 및 복구 역사 

 -CDBG-MIT 개요 

 -CDBG-MIT 기금 사용 

 -공개 의견 및 의견  
 

 

최근 재난 및 복구의 역사 

 

-2015 년 10 월 – 허리케인 호아킨 재해 

-2015 년 12 월 – 의회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텍사스에서 장기적인 회복을 돕기 위해 교통, 주택 및 

도시 개발 (HUD) 및 관련 기관 세출 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2016 년 6 월 – HUD 는 충족되지 않은 주택, 경제 개발 

및 인프라 요구와 관련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복구 

노력을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 및 지역 사회에 2 억 9,900 

만 달러의 지역 사회 개발 블록 그랜트 재해 복구 

(CDBG-DR)를 할당합니다 

 

-Richland 카운티에 $ 23,516,000 할당 

 

-2017 년 5 월 – 의회는 2015 년 및 2016 년 재해에 

추가 기금을 할당하기 위해 또 다른 세법 제정법을 

통과 

 

-2017 년 8 월 – HUD, 주 및 지역 사회에 CDBG-DR 

자금 4 억 달러 할당 

 

-Richland 카운티에 $ 7,254,000 할당 

 

-2018 년 2 월 – 의회는 재난 구호 요구 사항에 대한 

추가 추가 충당금을 통과하여 HUD 를 통해 270 억 

달러의 CDBG-DR 자금을 사용할 수있게합니다 



-HUD 는 완화 활동을 위해 최소 120 억 달러를 

할당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2019 년 8 월 – HUD, 2015 년, 2016 년 및 2017 년 

재난 발생시 복구 대상자에게 CDBG-MIT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Mitigation) 기금 68 억  

-7,500 만 달러 할당 

 

-Richland 카운티에 21,864,000 달러 할당  

 

 

CDBG-MIT 개요 

 

- CDBG-MIT 기금을 사용하여 재난 위험을 줄이고 

미래의 손실을 줄이기위한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에 독특하고 중요한 기회 

- 향후 재난의 영향을 줄임으로써 재난에 대한 

복원력을 높이고 인명 손실, 부상, 재산 피해 및 손실, 

고통 및 고난의 장기 위험을 줄이거 나 제거합니다. 

-CDBG 국가 목표 

 -중저 소득자에게 혜택 



 -빈민가와 마름병 예방 또는 제거 

 -긴급한 지역 사회 건강 및 복지 요구 해결 

 -CDBG-MIT 기금은 가장 영향을 받고 고민하는 지역 

(MID)에서 취약한 저소득층 사람들과 지역 사회에 

혜택을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CDBG-MIT 기금 사용 

 

 -각 수 여자는 CDBG-MIT 자금의 제안 된 사용 계획을 

HUD 에 제출해야합니다. 

 -MID 영역의 완화 요구 평가 

 -제안 된 활동 및 예산 

  -하부 구조 

  -경제 개발 

  -주택 

  -계획, 관리 및 공공 서비스 

  -매칭 자금 

 -시민 참여 계획 

 -완화 사전 구축 계획 



 -Citizen Participation Plan 은 대중의 참여를 장려하고 

모든 시민이 CDBG-MIT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에 

동등하게 액세스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시민이나 이해 관계자로부터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수렴하기위한 공청회 

-Richland County 완화 웹 사이트를 통한 공개 

통지 및 의견 수렴 기간 

http://rcgov.us/mitigation. 

  -블루 리본 자문위원회 

  -웹 사이트를 통한 분기 별 성과보고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사람들을위한 숙박 시설 

(LEP) 

 

공개 의견 및 의견 

 

 -2020 년 3 월 18 일 – 공개 의견 수렴을위한 CDBG-

MIT 행동 계획 게시 http://rcgov.us/mitigation  

 

 -2020 년 4 월 10 일 오후 5:30 – 두 번째 공청회 및 행동 

계획 발표 

  -데커 센터 커뮤니티 룸 

http://rcgov.us/mitigation
http://rcgov.us/mitigation


  -1945 Decker Blvd, Columbia, SC, 29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