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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3일
거주민님께,
현재 Silver View의 HUD 임대 지원 계약이 2022년 8월 15일 월요일에 종료됩니다. 이
서신에는 이에 대한 계획과 부지의 거주민으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주택을 잃지 않으며 부지에 거주하기 위해 다시 승인받지
않아도 됩니다.
당국에서는 현재 계약 종료 시 거주민이 부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 지원을
제공할 새로운 계약 승인을 HUD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계약은 부지의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환으로 인해 어떠한 거주민도 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계약으로의 전환 예정일은 2022년 8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부지의 소유권은
EHA로 이전됩니다. EHA에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대로 부지의 물리적인 필요 사항을 해결할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내년에 예정된 작업으로는 한 아파트에 청각-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 설치, 공동 구역 화장실 및 주방 접근성 개선이
포함됩니다.
HUD에서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

Everett 주택국을 통해 임대 지원을 받게 됩니다

•

귀하는 부지에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

임대료는 인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계획과 전환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거주민 회의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획에 대한 거주민 의견도 요청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 두 번의
회의에 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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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진행되는 회의

한국어로 진행되는 회의

날짜

9월 3일 금요일

9월 3일 금요일

시간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방식

Zoom

Zoom

링크

Zoom 링크: www.evha.org/rad

Zoom 링크: www.evha.org/rad

1-253-215-8782

1-253-215-8782

684 054 7626

684 054 7626

961786

961786

전화번호
회의 ID
암호

이 두 번의 회의는 HUD에 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진행됩니다. 또한 HUD에 계획을 제출한 후
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최소 한 번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모든 회의는 장애,
특별 수요가 있는 거주민, 영어가 주 사용 언어가 아닌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보내주신 의견은 계획을 완료한 후에 고려할
예정입니다. rad@evha.org 또는 425-303-1168번으로 10월 3일 오후 5시까지 3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 내에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견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30일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면 동일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질문하실 수
있으며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evha.org/rad)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verett 주택국
Silver View 소유자 대표 및 관리자
참조: Seattle HUD 공공 주택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