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품질 인센티브
프로그램
미농림부의 천연 자원 보전
서비스(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는 농업 생산자와 환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자발적인 농장 법안(Farm
Bill)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개요
환경 품질 인센티브 프로그램(EQIP)은
생산자에게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천연 자원 문제를 해결하고, 수질 및 대기 품질
개선, 지하수 및 지표수 보전, 토양 건강 증진,
토양 침식 및 침전 감소, 개선된 또는 새로
조성된 야생 동식물 서식지를 만들고, 가뭄과
날씨 변동성 증가에 대한 완화를 제공합니다.

누가 자격이 되나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농부, 목장주 및
임지 소유자는 자격이 있습니다. EQIP 지원은
다음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농업 운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 농장 법안에서

•

재래식 및 유기농

운영 변경과 관련된

•

특수 작물 및 상품 작물

잠재적인 리소스 문제를

•

임업 및 야생 동식물

추가합니다.

•

역사적으로 소외된 농부*

•

가축 운영

프로그램 한눈에 보기
NRCS는 귀하의 목표와 비전에 부합하는 보전
계획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은 토지에 적합한 보전 관행을 선택하기
위한 로드맵이 됩니다.
NRCS는 농장, 목장 및 산림 작업을 위해
설계된 약 200개의 고유한 관행을
제공합니다.
NRCS 재정 지원은 보전 관행을 시행하는
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비용 효율적인

유기농 생산자를 위한

* 역사적으로 미흡한 서비스를 받았던
생산자들(초보자, 제한된 자원, 사회적
취약계층 및 퇴역 군인)에게 증액 및 선지급
가능

혜택
EQIP를 통해 NRCS는 농업 생산자에게 일대일
도움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개선을 계획하고
시행하거나 NRCS가 보전 관행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행합니다. NRCS와 생산자는 함께 농업
운영을 개선하면서 미래를 위해 천연 자원을
보전하는 해결책에 투자합니다.

바뀐 것

상한선을

4년에

걸쳐

$140,000로
인상합니다.
우선 순위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

신청 방법
Farmers.gov/service-locator로 가서 USDA
서비스 센터를 찾아 신청하십시오.
EQIP 재정 지원 신청은 연중 내내 받습니다. 각
주의 구체적인 랭킹 및 펀딩 마감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서가 랭크가 되고 선택되면 보전
관행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하여 NRCS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보전 관행을 위한 지급 비율은 회계 연도마다
검토되고 설정됩니다.

계약을 통한 새로운 등록
옵션.
역사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에게 선불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물 사용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관개
구역, 관개용 수로 및
기타 공공 또는 반 공공

더 자세한 정보

기관들과 같은 물관리

자세한 정보는 nrcs.usda.gov/
farmbill 또는 Farmbill 또는 Farmers.gov을
방문하십시오.

조직들(WME)들에게

farmers.gov/service-locator에서 지역 USDA
서비스 센터를 찾으십시오.

USDA는 동등한 기회 제공자, 고용주 및 대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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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프로그램
지원을 승인합니다.

천연자원
보전 서비스
nrcs.usda.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