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
정직
존중
공동체
리더십
지혜
창의성

2021 년 7 월 2 일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Lakewoods 의 현 HUD 임대료 지원 계약이 2022 년 6 월 1 일 종료됩니다. 이
서신에는 당국의 계획과 주민인 여러분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이 부동산에 거주하기 위해 다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HUD 에 현 계약이 종료되면 이 부동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임대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신규 계약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이 신규 계약은
당국이 부동산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전환의 결과로 이주해야 할 주민은
없습니다.
신규 계약으로의 전환 예정일은 2022 년 6 월 2 일 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EHA 로 이전됩니다. EHA 는 필요에 따라 부동산의 물리적 요구 사항을 계속 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해 Lakewoods 에 예정된 작업으로는 주차장 실링 및 스트라이핑, 청각시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1 개 아파트 장비 설치, 공용 구역 화장실
개조 및 장애인 편의 주차 사이니지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HUD 에서 당국의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
•
•

여러분은 Everett Housing Authority 를 통해 임대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를 갖습니다
임대료는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국의 계획과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주민 회의를 진행합니다.
당국의 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받습니다. 다음은 먼저 진행되는 두 회의에 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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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회의

한국어 회의

날짜

7 월 16 일 금요일

7 월 16 일 금요일

시간

오전 10 시

오후 1 시

방식

Zoom

Zoom

링크

Zoom 접속 링크:
www.evha.org/rad

Zoom 접속 링크:
www.evha.org/rad

전화번호

1-253-215-8782

1-253-215-8782

684 054 7626

684 054 7626

961786

961786

회의 ID
비밀번호

이 두 회의는 당국이 HUD 에 계획을 보내기 전에 진행됩니다. HUD 에 계획을 보낸 후,
그리고 당국의 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회의를 한 번 이상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회의는 장애인,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주민, 또는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주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국의 계획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계획 수립 시 고려하겠습니다. 의견은
30 일간의 의견 모집 기간이 끝나는 2021 년 8 월 15 일 오후 5 시 까지 rad@evha.org 로
보내주시거나 425-303-1168 번으로 전화해 음성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국은 모든 의견을 검토한 후 필요에 따라 답변을 드립니다. 30 일간의 의견 모집 기간이
종료된 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상기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추가 정보는 당국 웹사이트(www.evha.org/rad)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verett Housing Authority
Lakewoods 소유주 대표 및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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