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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소외된 농부
또는 목장주인가요?

일부 집단의 사람들은 농장 법안
(Farm Bill)과 USDA 정책에서
역사적으로 소외된 계층(HU)으
로 식별됩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의 구성원들은 역사적으로 연방
정책 및 프로그램에 의해 서비스
를 받지 못하거나 차별을 받아왔
습니다.

농장 지원청(FSA)
FSA는 종종 USDA와 협력하는
생산자들이 처음 들리는 곳입니
다. FSA는 USDA 프로그램 참여
에 필요한 농장 번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시는 농장 운영
을 시작 및 확장하고, 복원력을 구
축하고, 재해 후 복구하는 데 도움
이 되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제공
합니다. 특히, FSA는 재난 지원,
안전망, 가격 지원, 농장 대출 및
보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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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는 다음과 같은 농부 또는
목 장주를 포함하여 4개의 집단을
"역사적으로 소외된 계층"으로 식
별 됩니다.
• 신규자;
• 사회적 소외계층;
• 재향군인; 그리고
• 제한된 자원.
USDA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
장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특별 조항에는 특정 인센
티브, 면제, 우선순위, 유보금 및
다음 기간 내에 역사적으로 서비
스를 받지 못하는 생산자들 정의
를 충족하는 생산자들을 위한 기
타 유연성이 포함됨

USDA 프로그램—4개 HU 집단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부, 목장주,
산림 지주에게 보전 관행에 대한
재정 지원 증가, 보전 기금 및 대출
할당, 전용, 보전 관행 이행에 대한
선지급금 등
전국 거의 모든 카운티에 위치한
USDA 서비스 센터를 통해 USDA
직원들은 재정 지원, 보전 계획, 위
험 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생산자들을 지원합니다. 이 가이드
는 특히 다음에 중점을 둡니다:

천연자원 보전 서비스
(NCRS)

위험 관리 에이전시
(RMA)

NRCS는 개인 관리 목표에 따라
보전 지원을 통해 농부와 목장주
를 지원합니다. NRCS는 계획 및
보전 관행 구현을 위한 기술 지원
을 제공합니다. 농경지 보전과 지
역권 프로그램을 위해 재정 지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RMA는 생산자와 지역 사회의 경
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효
과적인 시장 기반 위험 관리 도구
를 통해 미국 농업 생산자에게 서
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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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시 HUFR 정의
HU 집단에 대한 정의는 USDA 에이전시 및/또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들은 각 HU
집단의 정의와 에이전시들 간 자격 기준의 차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각 에이전시에서 제공하는 다
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SA와 협력하기(11 페이지), NRCS와 협력하기(16 페이
지) 및 RMA와 협력하기(24 페이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신규 농부 또는 목장주(BFR)
천연자원 보전 서비스(NCRS) 기준
농장, 목장 또는 비산업 사유림
(NIPF)을 10년 이상 연속으로 운영
하지 않은 개인.

위험 관리 에이전시(RMA) 기준

농장 지원청(FSA) 기준
누적 10년 이상 농장이나 목장을 운
영하지 않은 개인.

자격이 되려면 개인은 농장이 위치한 카운티 또는 주의 관행에 따라 운영의 실질적
인일상 노동 및 관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자격을 갖춘 경우 법인 또는 공동 운영이 BFR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농작물 또는 가축에 대한 피보험 이익
이있는 농장이나 목장을 누적 농작물
연도(농업 전체 수익 보호의 경우 10
년 농작물 연도) 5년 이상 적극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지 않은 개인.

사업체는 모든 실질적인 수익 지분
(10% 이상) 보유자가 BFR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BFR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SA 농장 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모든 구성원이 관련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자격이
있는 경우 법인은 BFR로 간주됩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농부 또는 목장주(SDFR)
저희는 "사회적으로 소외된"이라는 용어가 아래 정의에 해당하는 개인이 자신을 식별하는 방식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이 가
이드에서는 특정 인센티브, 우선 순위 및 USDA 프로그램 내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생산자를 위한 별도의 설정을 설명하
기 위해 농장 법안에서 사용되는 법적 용어를 필요에 따라 포함시켰습니다.
NRCS 기준
개인의 자질을 고려하지 않고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정체
성 때문에 인종적 또는 민족적 편견의 대상이 된 집단의 구
성원들. 다음 집단들이 포함됩니다:
• 아메리카 원주민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 아시안
•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 하와이 원주민 또는 기타 태평양 섬 주민
• 히스패닉

FSA 및 RMA 기준
FSA 및 RMA는 NRCS와 같은 인종 또는 민족에 따라 동
일한 정의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FSA 및 RMA에 여성 농부와 목장주가 추가로 포함됩니
다.

법적 독립체 또는 법적 농장 운영은 SDFR 개인이 비즈니스 소유권의 최소 50% 를 보유하는 경우 SDFR로 간주될 수 있습니
다.
FSA 농장 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결혼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의 대다수는 SDFR 개인들이 소유해야 하며, 결혼한 경우 배우자
중 한 명만 SDFR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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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시 HUFR 정의

(계속)

재향군인 농부 또는 목장주 (VFR)
RMA 기준

NRCS 및 FSA 기준
예비군을 포함하여 군에서 복무한 사람; 불명예가 아닌
다른 조건으로 전역; 그리고:
• BFR에 해당(차이점 참조). 또는
• 지난 10년 동안 처음으로 재향군인 자격을 획득.

예비군을 포함하여 군에서 복무한 사람; 불명예가 아닌 다른
조건으로 전역; 그리고:
• 지난 5년 동안 처음으로 재향군인 자격을 획득.

VFR 개인들이 비즈니스 소유권의 최소 50% 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 또는 법적 운영은 VFR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FSA 농장 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VFR 개인이 기업의 대부분을 소유해야 합니다. 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중 한 명만 VFR이어
야 합니다.

제한된 자원 농부 또는 목장주 (LRF)
NRCS, FSA 및 RMA 기준
지난 2년 동안 각각의 현재 지수 가치 이하의 직간접적 총 농장 매출이 있는 개인, 그리고:
• 지난 2년 동안 각각 4인 가족의 총 가구 소득이 국가 빈곤 수준 이하인 경우
또는
• 지난 2년 동안 총 가구 소득이 카운티 중위 가구 소득의 50% 미만인 경우.
귀하가 LRF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USDA는 lrftool.sc.egov.usda.gov에서 온라인 자가 결정 도구를 제공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자격이 있는 경우 법인 또는 공동 운영은 LRF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FSA 농장 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모든 신청자가 농장 대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업 신용을 얻을 수 없어야 하므로
모든 신청자가 제한된 금융 자산을 갖기 때문에 특정 LRF 정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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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센터 처음방문
USDA 서비스 센터는 농업 생산자들이 USDA의 농장 지원청
(FSA) 및 천연자원 보존 서비스(NRCS) 직원과 직접 마주 앉아
생산자들의 비전, 목표 및 USDA가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통역 또는 보조 기술
저희는 전화 통화 및 대면 방문을 위해 통역 서비스와 보조 기술을
제공합니다.
점자, 큰 활자, 오디오 테이프, 미국 수화와 같은 대체 통신 수단이
필요한 경우 USDA 에이전시에 알려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귀
머거리, 난청인,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800) 877-8339번
으로 연방 중계 서비스를 통해 USDA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정보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영어 이
외의 언어로 된 프로그램 정보는 지역 에이전시 직원에게 문의하거
나 farmers.gov/interpret.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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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DA 서비스 센터 에이전시들
농장 지원청 (FSA)

천연자원 보전 서비스 (NCRS)

USDA와 처음으로 함께 일하는 경우 FSA 팀원이 농장 번
호를 얻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어떤 작물을 심고 키울
것인가에 따라, 각 계절마다 면적 보고서를 제출하면 많은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할 수 있고 카운티
FSA 선거에서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FSA 카운티 위원회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NRCS 직원은 농장의 목표에 대해 질문하고 토양 지도, 방목 일
정, 관개 용수 관리 계획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보전 계획을 개
발하는데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NRCS는 계획 및 보전 관행 시행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농경지 보전과 지역권 프로그램을 위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
니다.

FSA는 재난 지원, 안전망, 농장 대출 및 보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많은 USDA 기록을 위해 찾는 에이전시입니다.

작물 보험 및 대출 지원
USDA 서비스 센터와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USDA 에이전시들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험 관리 에이전시(RMA)는 연방 작물 보험 프로
그램을 관리합니다. 작물 보험 대리인은 RMA와의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모든 주와 푸에르토리코에서
연방 작물 보험 정책을 판매하고 서비스합니다. rma.usda.gov/Information-Tools/Agent-LocatorPage. 에서 대리인 찾기(Agent Locator)를 사용하여 가까운 작물 보험 대리인을 찾으십시오.
농촌 개발(Rural Development)은 주택 융자 지원과 농촌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역 사회 개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농촌 개발은 부가가치 생산자 보조금, 농촌 전력 프로그램 및 농장 노동자 주택 대
출과 같은 농부를 포함한 농촌 기업들을 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d.usda.gov에서 자세히 알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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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농부와 목장주
코디네이터
각 주에는 신규 농부와 목장주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농업을 처음
접하는 경우(경력 10년 이하), farmers.gov/your-business/
beginning-farmers/coordinators에서 해당 주에서 코디네이터
를 찾으십시오. 이 코디네이터는 농장 사업에 도움이 되는 자원이
나 프로그램을 식별하고, 지역 오피스에 연결하고, 계획 단계에 있
는 경우 도움이 되는 지역 자원에 대한 제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FSA 아웃리치 코디네이터
FSA 주 아웃리치 코디네이터는 생산자가 FSA 프로그램을 탐색 및 참
여하고 프로그램 교육 및 기술 지원 이벤트를 주최하는 지역 FSA 오피
스와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에는 FSA 주
지원 코디네이터가 있으며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fsa.usda. gov/
programs-and-services/outreach-and-education.

방문하기 전에
1. FSA 또는 NRCS에 전화하여 약속을 잡고 서비
스센터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그래야 신속한
서비스를 받습니다. 직원들은 특히 프로그램
가입 및 보고 마감일 때 바쁩니다. 특정 프로그
램에 관심이 있는 경우 올바른 전문가가 도움
을 드릴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연락처 정보
는 farmers.gov/service-locato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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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 약속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가져와야 하는지 직원에게 물어보십시오.예
를 들면 임대 계약서 또는 토지 증서, 공식 세금
ID(예: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고용주 ID) 또는 법
인서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목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귀하의 비즈니스 및 보전 목표는 무엇인가요? 귀
하의 도전은? 어떤 기술, 자산, 자원 또는 경험을
이미갖고 있나요? 아직 무엇이 필요한가요? 격차
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가요?

방문 중
역사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는 고객 데이터 워크시트
(AD-2047) 및 사회적 약자, 제한된 자원 및 신규 농
부 또는 목장주 인증 양식(CCC-860)을 포함하여 농
장 기 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AD-2047 및 CCC-860에는 연락처 및 인구 통
계 정보와 제한된 자원 및/또는 신규 농부로서의
지위가 포함됩니다. 이 양식을 최근 정보로 유지하
면 현지 USDA 팀이 조항에 대한 귀하의 자격을
가장 잘 결정하고 서비스가 부족한 생산자들을 위
한 당사 프로그램의 특정 인센티브및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 정보는 또한 USDA가 저희가 서비스하는 고객
과 저희 프로그램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생산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
움이됩니다. 이러한 양식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USDA는 필요한 자원을 올바른 지역에 할당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시작하면서 이러한 단계들이 모두 요구되
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재해 복구, 작물 보험 또
는 보전 관행에 대한 재정 지원을 찾고 있다면 서
비스 센터 직원과 함께 이러한 각 단계를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토지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것
을 배우거나 NRCS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는 데 관
심이 있는 경우 재정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항목 2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1. 농장 번호를 받으세요. 대부분의 USDA 프로그
램에 참여하려면 농장 번호가 필요합니다. 번
호는 무료이며, NRCS는 농장 번호 없이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재정 지원자격이 되
어야 합니다. 사회 보장 번호 또는고용주 식별
번호(EIN) 와 같은 공식 세금ID 와 토지 증서
를 지참하십시오. 토지를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지 참하여 귀하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귀
하의 농장이 법인 또는 독립체인 경우USDA와
계약에 서명할 수있는 서명 권한 및 법적능력
이 있음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농장 번
호는 생산자가 아닌 토지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전에번호가 있더라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토
지에번호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사를
하거나임대를 취소하는 경우 농장 번호는 운영
자가 아닌토지에 남아 있습니다.

귀하가 상속인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소유
하고 있는 경우, FSA는 귀하가 농장 번호를 얻
고 농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도
록대체 문서를 수락합니다(30 페이지의 "복잡
한 토지 소유권 탐색" 참조). FSA 주 지원 담
당자 또는 지역 FSA 오피스 농장 번호 절차를
통해 귀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farmers.gov/heirs. 를 참고하세요.
2. 사업 및 보전 목표 상담.
지역 FSA 또는 NRCS 팀원들은 먼저 토지에 대
한귀하의 목표를 이해해야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
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 재해 후 복구
를 위해 자금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토지의
토양 건강을 개선하고 물을 절약하고 싶습니까?
더 나은관개 전략 또는 더 많은 야생 동물을 유치
하고 싶나요?
3. 보전 준수 규정 충족을 위해 계획 세우기
재정 지원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매우 침식되기 쉬
운 토지 및 습지 인증 양식인 AD-1026 양식을
FSA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USDA가 귀하의
농장이 목장에 침식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토지나 규정에 따라 습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재난 지원, 안전망, 농장 대출, 보
전 프로그램, 작물 보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USDA 프로그램자격을 위해서는 규정을 준수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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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후
1.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유지하고
재해 발생 시 정확한 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FSA에 면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운영 규모에
관계없이 매년 이를 계속하십시오. 연간 면적
보고서는 무엇을 재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
에, 재배실패한 작물들, 그리고 운영에서 기타
토지 사용을 설명합니다. 이는 USDA 프로그램
자격 및 지급 금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더 많은
정보 를 원하시면 farmers.gov/workingwith-us/crop-acreage-reports를 방문하십
시오.
2. 지역 오피스와 연락 관계 유지.
사업이 변경되거나 재난이나 어려움을 겪거나
USDA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알려주십시오.
4. 자격 확인. 대부분의 USDA 프로그램의 경우, 생산
자는 소득 증명 양식인 CCC-941을 제출하여 조정
후 총 소득이 $900,000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해
야 합니다. 지역 서비스 센터 직원이 필요한 양식을
찾고 제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5. 신규자, 재향군인, 사회적으로 소외된 또는 제한된
자원 농부 또는 목장주임을 스스로 확인하십시오.두
에이전시(FSA 및 NRCS) 모두에서 이 작업을 수
행하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생산자들이 프로그램
의 특정 인센티브 및 우선 순위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정보는 또한 FSA와
NRCS가저희가 서비스하는 고객과 저희 프로그램
이 제대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생산자에게 어떻게
전달되고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SA
에서는
CCC-860 양식을 작성하고 NRCS에서는
AD-2047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십시오.
6. 현장 방문 일정 잡기. 목표와 일정에 따라 현장 오
피스직원과 함께 토지를 방문하여 운영에 대해 자
세히알아보고 보전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7. 프로그램 신청서 파일하기. USDA는 귀하의 목표
에적합한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요구되는 양식을작
성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8. 영수증 사본을 받으십시오.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지역 오피스에서 도움을 받을 때, 그들은 오피스와
상호 작용 및 방문에 대한 기록 역할을 하는 서비
스 문서 영수증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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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셀프-서비스 옵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서비
스 센터 밖에서 USDA와 업무의 대부분을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 방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farmers.gov/sign-in 에서본인
의farmers.gov 계정을 만들어서 서비스센터
밖에서USDA와의 업무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문서 서명, 프로그램 신청,대출
추적 및 계약정보 확인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보험 적용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위험 관리 옵
션에대해 상담하려면 해당 지역의 농작물 보험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USDA가 승인한 보험
회사의 작물보험 대리인 목록은 RMA 대리인
찾기
5. USDA 서비스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친구,
이웃 또는친척과 귀하의 경험을 공유하십시오.
farmers.gov/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농장 지원청(FSA)과 함께 일하기
USDA의 농장 지원청(FSA)은 종종 많은 농부, 목장주
및 산림 관리인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에이전시입니다.
FSA는 농장 대출, 재난 지원, 안전망, 상품 대출 및 보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많은 USDA 기록들을 위하여 찾는
에이전시입니다. FSA는 귀하가 농장 여행을 시작하고
대부분의 USDA 지원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농장 번호
를 얻는 곳입니다.

대출
FSA는 가족 농장이나 목장을 시작, 확장 또는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출을 제공합니다. 농장 대출 디스커버
리 툴을 시작하여 시작하십시오. farmers.gov/fund/
farm-loan-discovery-tool FSA는 직접(Direct) 그
리고 보증된(Guaranteed) 농장 소유권(FO) 및 운영자
금 대출(OL) 기금, 소액 대출 기금 그리고 청소년 대출
기금의 일부를 특정 기금 지정에따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SDFR) 계층 및 신규 농부 또는 목장주(BFR)들을 대
상으로 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SDFR 및 BFR은 다른
FSA 대출과 프로그램들에서 우선 순위를 갖고 있습니
다. 디렉트 농장 소유권 다운 페이먼트 대출과 토지 계약
보증이 여기 포함됩니다.

FSA의 경우, SDFR에는 여성, 아메리칸 원주민 또는 알
래스카 원주민,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안,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주민 및/또는 히스패닉 생산자
들이 포함됩니다. 이 목표 자금 지원 대상이 되려면 대출
신청자는 자발적으로 인종, 민족 및 성별 정보를 제공해
야 합니다. FSA의 BFR은 총 누적된 10년 이상 농장이
나 목장을 운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정의는
USDA 에이전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소
외된 계층으로 지정된 민족들의 자세한 정의는 5 페이지
에서 시작하는 이 안내서의 첫 번째 섹션에 있습니다. 농
부나 목장주는 SDFR 또는 BFR 로 식별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한 쪽이 다른 쪽 보다 " 혜택" 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농장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fsa.usda.gov/farm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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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소외된 농부 및 목장주를 위한 대출
용도
농장 소유권
(FO)

운영자금 대출
(OL)

특별 약관

대출 유형

농장이나 목장을 구입하거나 확장하고, 농장
운영에 필요한 지역권이나 통행권을 구입하
고, 건물을 세우거나 개선하고, 토양 및 수자
원 보존 조치를 시행하고, 클로징 비용을 지
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 조건은 직접 FO 대출에 따
라 다르지만 40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가축, 가금류, 농기구, 사료, 종자, 연료, 비료,
화학 물질, 보험 및 기타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클로징 비용, 부채 재구성 및
재융자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OL에 대한 상환 기간은 자
금의 사용 및 대출을 보장하는
담보물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
으로 1년에서 7년입니다.

직접

직접 또는 보증된 대출이 될
수 있습니다(아래 설명 참조).
자체 약관이 있는 소액 대출
(<$50,000)로도 제공됩니다.

보증

소액 대출

융자 기관

FSA가 자격을 갖춘 농부들에
게 제공.

연방 또는 주 정부의 감독을 받는 대출 기관(은행,
저축 및 대출, 농장 신용 제도)가 빌려주며 FSA에
서 보증합니다. FSA는 차용인이 채무 불이행 시
대출 기관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최대 95%를 보증
합니다. 대출 보증 프로그램은 생산자가 FSA의 대
출 한도를 초과하는 더 나은 조건과 대출로 상업 신
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상업 대출 기관
의 위험을 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fsa.usda.gov/
programs-and-services/farm-loanprograms/guaranteed-farm-loans. 을 참조하
십시오. 보증된 대출 기관을 찾으십시오
fsa.usda.gov/Assets/USDA-FSA-Public/
usdafiles/Farm-Loan-Programs/xls/
Lender_List_for_Webpage.xlsx

FSA가 자격을 갖춘 농부들에게 제공.

상환 및 조건

직접 OL에 대한 상환 기간은 대
출을 보장하는 담보물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년에서 7
년입니다.

보증 대출 조건은 대출 기관이 설정합
니다.

운영 및 소유권 소액 대출에 대한 최대 금액
은 각각 $50,000입니다. 운영 소액 대출의
경우 상환 기간은 다르겠지만 7년을 초과하
지 않습니다. 연간 운영자금 대출은 12개월
이내에 또는 농산물이 판매될 때 상환됩니
다. 소유권 소액 대출의 경우 상환 기간은
다르겠지만 25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자율은 대출 기관이 설정합니다.

이자율은 소액 대출 승인 또는 소액 대출
마감 시점 중 더 낮은 시점에 유효한 일반
FSA FO 및 OL 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
다.

직접 FO 대출에 대한 상환 조건
은 다양하지만 40년을 초과하
지 않습니다.

이자율

이자율은 정부의 차입 비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설정됩니다.

사용 유형

FO 대출 또는 OL일 수 있습니
다 (위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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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 대출 또는 OL일 수 있습니다 (위 설명
참조). 소유권 및 운영 소액 대출은 일반
FO 및 OL과 조건과 자격이 다릅니다.

소액 대출
소액 대출은 신용에 보다 유연한 접근을 제공하고 소
규모, BFR, 틈새 시장 및 비전통적인 농장을 위한 매
력적인 대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파
머스 마켓 또는 CSA (지역사회 지원 농업)에서 직접
마케팅 및 판매에 참여하는 농장 또는 도시 환경에서
하이드로포닉, 아쿠아포닉, 유기농 및 수직재배 방법
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소액 대출 신청 절차는 더
간단하고,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 작업이 많지 않은
대신 대출 금액이 적습니다. 관리 경험 및 대출 보증에
대한 요구 사항은 재향군인, 소규모 운영 및 BFR을 수
용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신청자는 총 $100,000의
소액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O 대출의 경우 최
대 $50,000, OL의 경우 최대 $50,000. 소액 대출 에
대한 자세한 정보: fsa.usda.gov/programs-andservices/farm-loan-programs/microloans/.

청소년 대출
청소년 대출은 교육 농업 프로젝트에 도움이 필요한
10-20세 사이의 청소년을 위한 것입니다. 기금은 승
인된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는 데만 사용해
야합니다. 여기에는 가축, 종자, 장비 및 공급물 구입
을 포함하여 필요한 도구 및 장비 구입, 임대 또는 수
리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운영 비용이 포함됩니다.
승인된 프로젝트는 대출 금액과 미지급 이자를 전액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조직화되고 감독되는 프로그램의 일부인 다른 요구 사
항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대 대출 금액은 $5,000
입니다. 상환 기간은 대출 금액, 목적 및 프로젝트에
따라 1년에서 7년까지 다양합니다. 청소년 대출은 직
접 운영자금 대출 금리와 동일한 이자율로 누적됩니
다. 청소년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sa.usda.gov/
youth-loans. 를 방문하십시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및 신규 농부 및
목장주를 위한 대출 및 프로그램
다운 페이먼트 프로그램
직접 농장 소유권 다운 페이먼트 대출은 특별히
SDFR, 재향군인 및 BFR을 위한 유일한 농장 대출 프
로그램입니다. 다운 페이먼트 대출 자금은 가족 농장
이나 목장 구입 자금의 일부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최
저 1.5%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인은 최소 농장 또는 목장 구입 가격의 5%
를 다운 페이먼트로 기여해야 하며, FSA는 최대
$300,150의 대출 금액에서 최대 45%까지 융자해줄
것입니다. 다운 페이먼트 대출과 신청인의 다운 페이
먼트로 커버되지 않은 구입 가격 잔액은 상업 대출 기
관에서 융자를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서비스 옵션:
대출 외에도 FSA는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농장 대출
프로그램 부채를 에이전시에게 예정대로 상환할 수
없는 차용인을 위해 다양한 대출 서비스 옵션을 제공
합니다. 차용인 자격 및 대출 조건에 따라 대출 서비
스 옵션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
습니다. 부채 유보, 채무 정리 및 재조정, 재상각, 이
연, 부채탕감 등

신청 방법 및 추가 정보
직접 대출 또는 대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신청서는 농
장이 위치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FSA 오
피스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증 대출의 경우 신청자
는 보증 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상업 대출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여 대출 기관 명단과 FSA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해당 지역
USDA 서비스 센터에 위치한 지역 FSA 오피스에 문
의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farmers.gov/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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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지원
USDA는 또한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는 특정 자연 재해로 인한 가축
사망에 대한 보상을 위한 가축 배상 프로그램 프로그
램과 질병 및 특정 악천후 또는 손실 조건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적격한 가축, 꿀벌 및 양식어류 생산자에
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가축, 꿀벌 및 양식어류 긴
급 지원 프로그램 입니다. 전통적인 작물 보험을 이용
할 수 없는 비보험 작물 생산자는 비보험 작물 재해
지원 프로그램
보장을 받아 수확량 감소, 작물 손실을 초래하거나 작
물 재배를 방해하는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
니다. 신규자, 제한된 자원,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및 자격을 갖춘 재향군인 농부 또는 목장은 서비스
수수료 면제 및 50% 보험료 감면을 받을 자격이 있
습니다.
생산자는 손실되거나 손상된 나무, 관목 또는 덩굴을
다시 심거나 복구하기 위해 나무 지원 프로그램을 통
해 비용 분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P는 무보
험 작물 재해 지원 프로그램 또는 연방 작물 보험을
보완합니다. 이 보험은 작물을 보장하지만 모든 경우
에서 식물이나 나무는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가뭄의
경우 FSA의 가축 마초 재해 프로그램은 방목된 마초
작물과 목초지 또는 적격한 화재로 인해 정상적으로
허용되는 가축의 방목이 금지된 연방 토지의 가뭄으
로 인한 방목 손실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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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또는 연속 재해 지정(농무부 장관이 자연 재해를
지정하거나 대통령이 자연 재해 또는 비상 사태를 선
언한 경우 발생)이 있는 카운티에 거주하는 경우 낮
은 이자율의 긴급 대출을 받아 필수 재산 교체, 가축,
장비, 사료 및 종자와 같은 투입물 구입, 가족 생활비
충당 또는 농장 관련 부채 및 기타 필요 사항을 재융
자하는 데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 보전 프로그램
및 긴급 산림 복원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손상된 농지
또는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으로 토
지 소유자, 임대 운영자 및 산림 관리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CRP 에이커의 건초 및 방목방목은CRP 덮개의 품질
과 성능을 개선하거나 특정 자연 재해로 인해 가축 생
산자에게 긴급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조건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건초 및 방목 승인에는 비긴급 및
긴급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위에 나열된 프로그램
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세부 정보는 지역 서비스 센터
및 fsa.usda.gov/disaster. 에서 얻으십시오. 재해 지
원 검색 도구, 한 눈에 보는 재해 지원 요약자료, 농장
대출 검색 도구 등을 참조하십시오. farmers.gov/
recover. 농작물 보험 청구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생산자와 토지 소유자는 농작물 보험 대리점
(rma.usda.gov/en/Information-Tools/AgentLocator-Page). F에 문의해야 합니다. FSA 및
NRCS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지역 USDA 서비스 센
터(farmers.gov/service-center-locator).

소득 안전망/상품 가격 지원
농장 저장 시설 대출
농장 저장 시설 대출(FSFL)은 생산자가 상품을 저
장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저이자 융자를 제공합니다. 적격 상품을 생
산하는 경우 이러한 대출은 도시 생산자에게 유용
할 수 있는세척 및 포장 시설 및 관련 장비와 함께
과일 및 야채냉장 보관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기간은 3년에서 12년까지 다양합니다. 저장
시설에 대한 최대 대출 금액은 $500,000입니다.
저장 및 취급 트럭에 대한 최대 대출 금액은
$100,000입니다. 전통적인 형식의 FSFL은 15%
의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하지만 최대 총액
$50,000 및 다운 페이먼트 5%의 소액 대출 범주
에서도 제공됩니다. FSFL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fsa.usda.gov/programs-and-services/pricesupport/facility-loans/farm-storage/index.
상품 대출
마케팅 지원 대출(MAL) 및 대출 부족 지급금
(LDP)은 수확 또는 전단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마케
팅 도구입니다. 마케팅 지원 대출은 시장 가격이 일
반적으로 수확기 최저점일 때 농산물(특정 행작물,
양모, 모헤어 및 꿀 포함)을 판매하지 않고도 농업
생산자가 현금 흐름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확
기에 중간 자금 조달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
자는 보다 유리한 시장 조건이 나타날 때까지 상품
판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확 시(또는 양모 및
모헤어의 경우 전단 시) 생산물을 저장하면 일년 내
내 보다 질서 있는 상품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유제품 마진 보장 범위
낙농 마진 보장 프로그램은 전국 우유 가격과 평균
사료 비용의 차이(마진)가 프로그램 참가자가 선택
한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생산자에게 지불하
는 위험 관리 보장을 낙농 운영에 제공하는 자발적
프로그램입니다. 연 수수료 면제는 제한된 자원, 신
규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또는 재향군인 농부
및 목장주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농업 위험 보장(ARC) 및 가격 손실 보장(PLC)
ARC 프로그램은 실제 작물 수익이 특정 보장 수준 이
하로 감소할 때 돈을 지급해주는 소득 지원 프로그램
입니다. PLC 프로그램은 적용 대상 상품의 유효 가격
이 유효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소득 지원 지급금
을 해줍니다. 22개의 보장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적
격성은 22개의 적용 상품들에 대한 역사적 "기본" 면
적을 기반으로 합니다.

보전
보전 보호 프로그램
보전 보호 프로그램(CRP) 은 FSA에서 관리하며
NRCS는 적격성 결정, 보전 계획 및 관행 실행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CRP는 농부들이 매우 침식
되기 쉬운 농경지 또는 기타 환경적으로 민감한 면적
을 길들인 풀이나 토종 풀, 야생 동물 재배지, 나무, 여
과지 또는 강가 완충재와 같은 식물 덮개로 전환하도
록 권장합니다. 생산자들은 다년 계약 기간 동안 연간
임대 지급금을 받습니다. 식물 덮개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재정 지원이 제공됩니다. 대부분의 계약 기간은
10~15년이며 개별 생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나열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세부 정
보는 지역 서비스 센터 및 fsa.usda.gov/disaster에서
입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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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자원 보전 서비스(NRCS)와 함께 일하기
NRCS와 함께 하는 모든 프로젝트들은 자발적이고, 무료이며, 기밀이 유지되며, NRCS 직원은 시골과 도시
환경 모두에서 모든 규모의 생산자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NRCS는 토양 보전 전문가, 생물학자, 산림 전문
가 및 엔지니어와 같은 천연 자원 전문가들을 고용합니다. 이 전문가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들:
• 농장 운영을 위한 보전 계획 개발.
보전 계획 은 토양, 물, 공기, 식물, 동물 및 에너
지를 포함하여 관리 중인 천연 자원을 관리하면
서 운영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
움이 되는 토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계획은 각 귀
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명확한 단계별 형식으
로 작성됩니다. 보전 계획 절차는 귀하와 보전 계
획자 간의 협업입니다. 필요에 따라 보전 계획자
가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o 보존 계획은 천연 자원의 보존을 개선하고
환경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장 운영에
대한 현재 관리 및 운영에 채택하려는 미
래의 관행 또는 활동을 문서화합니다. 각
고객에 맞게 맞춤화된 툴들이 들어 있습니
다. 예를 들어 토지 사용 맵, 토양 정보, 사
진, 자원 목록, 경제적 비용 및 이익, 권장
관행 일정 유지 관리 일정 및 엔지니어링
노트 등. 모두 귀하의 목표와 자원 요구
사항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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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 계획 활동과 설계 및 구현 활동은
유기적 전환, 포괄적인 영양소 관리, 임업,
수분 조절제, 야생 동물과 같은 특정 영역
에 초점을 맞춘 공식화된 계획의 개발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특정 운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될 수 있습니다
• 계획에서 식별된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
술지원. NRCS는 천연 자원 기회를 활용하고 건
전한 토지 관리 결정을 통해 운영에 대한 우려사
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료 기술 조언을
제공합니다.
• 보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재정 지원.
보전 관행 채택에 대한 현재 재정적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사용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 목록을 얻
으려면 지역 USDA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
오.

지역 NRCS 오피스 외에도 보전 계획 및 설계에 대한
기술적 전문 지식을 갖춘 개인 또는 기업인 기술 서비
스제공업체(TSP)와 함께 일할 수도 있습니다. TSP
는 NRCS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부,
목장주 또는 산림 소유주가 선택한 컨설턴트입니다.
그들은 보전 계획 활동이나 보전 실천 설계, 설치 및
검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보전 우려사항
NRCS는 토양, 물, 공기, 식물, 동물, 인간 및 에너지
고려 사항을 포함하는 천연 자원을 정의합니다.
farmers.gov/conserve/tool에서 Conservation
Concerns Tool을 확인하거나 아래에서 관심 있는 항
목에 동그라미를 쳐서 보전 개선 계획을 시작하십시
오. 각 보전 우려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
는 아래에 이탤릭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토양 – 토양 침식을 줄이거나 방지;
토양 침식을 줄이거나 방지;

토양 건강과 품질을 유지하고 개선.
윤작, 피복작물, 멀칭, 잔작물 및 경운 관리, 테
라스, 등급 안정화 구조, 방목 관리 계획
• 물 - 운영 안팎에서 수질을 개선합니다; 과잉 또는
불충분한 물 문제를 줄이고 예방합니다.

• 공기 - 운영에서 미립자 물질, 살충제, 악취 및 온실
가스의 배출과 표류를 최소화합니다.

산울타리, 수목/관목 조성, 필드 경계선, 수변
삼림 완충재, 방풍림/대피소, 연소 시스템 개선
• 식물 - 생산성과 건강을 개선하고,생물다양성을
높이고, 해충을 최소화하고, 산불 위협을 줄입니
다.

영양소 관리, 골목 작물, 등심재배, 병해충 통합
관리, 임목 개선, 식수, 보전 피복, 덤불관리, 하이
터널 시스템, 처방 방목
• 동물 - 가축을 위한 사료, 마초, 물 및 쉼터를 제
공합니다. 야생 동물 서식지 또는 생물 다양성을
설정하거나 강화합니다.

마초 심기, 가축 보호소 구조, 규정 방목, 방목, 보
호 덮개,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 퇴비화 시설, 임간
축산, 폐기물 관리 관행, 관수 시설
• 에너지 - 장비, 시설, 농업/목장 관행 및 현장 운영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팜스테드 에너지 개선,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 필
드 작업 배출 감소

관개용수관리, 관수시설, 필터 스트립, 지붕 유출
구조, 하천 서식지 개선, 습지 관행, 영양소 관리,
폐기물 처리 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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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방문 및 보전 계획 개발
NRCS 담당자와 처음 방문 일정을 잡고 보전 목표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면 NRCS 직원이 귀하의 농장
을 방문하여 목표와 목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보전 계획 절차

1-4단계: 농장 운영에 대한 자원, 우려 사항 및 기회 평가하기
• 직원은 현장의 천연 자원에 대해 논의하고 토지 상태를 개선하거나 작업의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할 수 있는 관심 영역을 식별하기 위해 고객과 협력할 것입니다. NRCS 보전 전문가들은
자원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평가하여 증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자원 우려 사항? 이란 무엇인가요? 자원 우려 사항은 자원의 지속 가능성 또는 의도된 사용이 손
상될정도로 토양, 물, 공기, 식물 또는 동물 자원 기반의 예상되는 악화로 정의됩니다. NRCS는 이
러한자원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고객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자원 우려 사항 부문의 예를 보려면
위의 보전 우려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고객의 토지 및 운영에 대한 자세한 질문들에 대비하십시오. 질문들에는 재배된 작물의 유형, 사용
된 장비 및방법, 영양소 또는 살충제 사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자 하는 기타 정보는 이
안내서 끝에 있는 "USDA 첫 방문을 위한 워크시트"를 참조하십시오. NRCS 계획의 대부분은 기술
자들이 수행하며, 그들은 측량, 토양 샘플 채취, 측정 및 고객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고객의 필요에 맞
게 계획을 맞춤화 할 수 있습니다. NRCS는 귀하의 작업에 가장 적합한 보전 활동에 대한 결정을 내
리는 데 도움이 되는 평가 도구와 연결된 최첨단 보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NRCS와 함께 수행하는 모든 작업은 자발적이고, 무료이며, 기밀입니다. NRCS는 규제 에이전시
가 아니며,보전 계획 목적으로 NRCS에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엄격하게 기밀입니다. NRCS는 고
객의 허가 없농장에서 관찰된 환경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기회나 요구 사항에 대해
조언할 것입니다.
18 |

농장 생산 및 보전 | FSA | NRCS | RMA | 비즈니스 센터

5-7단계: 보전 계획 개발하기
• 직원이 고객과 협력하여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전 관행을 식별하여 농장
운영을 위한 보전 계획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전 계획을 개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정 지원 승
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이것은 귀하의 계획이므로 본인이 포함하기를 원하는 보전 관행을 결정하십시오.
• 펀딩 및 자격에 대한 지역 우선 순위에 따라 계획 및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
다. 다음은 귀하가 받을 수 있는 관행 및 지원의 몇 가지 예입니다:
o 토양 건강: 점점 더 많은 농부들이 토양의 건강과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토양 건강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
고있습니다. NRCS는 덮개작물, 최소 경운 또는 무경운, 등고선 완충지대, 작물 윤작 및 보호 덮개를 포
함한다양한 토양 건강 관행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귀하가 도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 NRCS Urban Soils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여기에는Urban
Soil Primer, 주택 소유자 및 임대인을 위한 도시 토양 소개, 지역 계획 위원회, 부동
산 관리자, 학생 및 교육자가 포함됩니다 nrcs.usda.gov/wps/portal/nrcs/detail/soils/use/?
cid=nrcs142p2_053986
o 하이 터널 시스템: 재배 기간을 연장하거나 태양이나 강풍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경
우 NRCS는 땅에서 자라는 작물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으로 덮인 구조인 높은 터널
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o 관개 및 동물 급수 시설: NRCS는 미세 관개, 급수 시설, 파이프라인 등을 포함하여 관개 또는 가축 급수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관개 이력(지난 5년 중 2년)이 있어야 하지만 일
부 주에서는 관개 이력을 요구하지 않는 농업 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o 회전 방목: 방목 작업을 하고 있고 마초를 개선하고 최대화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경우 NRCS를 통해 재정
지원을 신청하여 규정된 방목을 구현하고 목초지를 관리하며 순환 방목을 촉진하기 위한 방목 계획을개
발할 수 있습니다.
o 산림 관리: 산림 토지 소유자는 NRCS와 협력하여 맞춤화 된 산림 관리 계획을 개발하고 산림 지대 개
선,수풀 관리, 수목 및 관목 조성, 강기슭 삼림 완충재, 목재 잔류물 처리를 포함하여 건강한 산림을 지원
하는 관행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o 꽃가루 매개자 및 야생 동물 서식지: NRCS는 생산자가 산울타리 심기, 필터 스트립 및 들판 경계, 해충
관리, 습지 복원, 하천 서식지 개선 및 관리를 포함하여 야생 동물 종 및 농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보전 관행을 계획하고 구현하는 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6-보전 관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RCS 비디오 시리즈를 보십시오: farmers.gov/
conserve/conservation-at-work.
6-9단계: 보전 관행 구현하기
• 지역 NRCS 직원이 기술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여 사례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는
관행기준 및 사양, 설계, 운영 및 유지보수 가이드가 포함됩니다.
• NRCS 또는 다른 출처를 통해 재정 지원을 받아서 또는 재정 지원 없이 스스로 이러한 관행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NRCS 직원은 추가 현장 방문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설계 및 구현 제안과 함께 기술 지원을 제
공하기 위해 여전히 함께할 것입니다.
• 아래에 재정 지원을 위해 NRCS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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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자원 보전 서비스(NRCS) 프로그램 및 자격
이 표는 개별적 농부, 목장주 또는 산림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는
NRCS 프로그램의 요약을 제공하고, 해당되는 경우 역사적으로
소외된 농부 또는 목장주(HUFR)세부 정보를 포함합니다.
자세한 정의는 5 페이지에서 시작하는 이 안내서의 첫 번째 섹
션에 있습니다.
NRCS의 경우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정의에는 아메리칸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안, 하와이 원주민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안,
하와이 원주민 또는 기타 태평양 섬 주민 및/또는 히스패닉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SDFR로 간주되려면 재정 지원 신청자는
자발적으로 인종 및 민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농부나 목장주
는 HUFR 중 하나를 식별하여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한 선택이
다른 선택에 비교하여 "이점"도 없습니다. 개인들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HUFR 지정의 어떤 조합으로든 식별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프로그
램노트

토지/단체 적격

HUFR
고려 사항

농업 보전 지역권 프로그램
(ACEP)

농업 관리 지원 프로그램
(AMA)

보전 책무 프로그램
(CSP)

• 목적: 보전 지역권을 통해 습지, 초
원, 농장과 목장을 보호, 복구 및 강
화합니다.
• 농경지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토
지 지역권.

• 목적: 다각화, 마케팅 또는 천연 자
원 보전 관행을 통해 재정적 위험을
관리합니다.
• 16개 주(CT, DE, HI, MA, MD,
ME, NH, NJ, NV, NY, PA, RI,
UT, VT, WV, WY)에서만 제공됩
니다.

• 목적: 기존 보전 시스템을 유지 및
개선하고 우선 순위의 천연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보전
활동을 채택하도록 지원합니다.
• 한 번 갱신할 수 있는 5년 계약.

•
•
•
•
•
•
•
•
•

•
•
•
•
•

•
•
•
•
•
•
•

경작지
방목장
초원
목초지
관목지
비산업 사유림
경작되거나 개조된 습지
수변 구역
보전 보호 구역 프로그램(CRP)
의 토지

• 주정부는 HUFR* 등록을 목표로
기금의 일부를 따로 설정해 놓을
수 있음*.
• 상속인 부동산 소유자는 자격이
없습니다(30 페이지의 "복합 토지
소유권 탐색" 참조).

경작지
목초지
방목장
초원
비산업 사유림

• HUFR은 보전 관행 및 계획을 구현하
기 위해 재정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
습니다*.

경작지
목초지
방목장
비산업 사유림
농장
관련 농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또는 부족
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농지
• 기타 사유 농지
• 농업 생산자에게 임대된 공유지

• BFR과 SDFR에는 별도의 펀딩 순
위 풀이 있습니다(펀딩에 대한 선
택 확률을 높이기 위해).
• VFR은 펀딩을 우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러한 프로그램 혜택의 이용 가능 여부는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주에서 이 옵션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0 |

농장 생산 및 보전 | FSA | NRCS | RMA | 비즈니스 센터

고려할만한 기타 프로그램
NRCS는 개별 농부, 목장주 또는 산림 지주보다 더 큰 규모를 목표로 하는 경향이 있는 여러 다른 보전 프
로그램들에 대한 참여를 제공하고 농업에서 지역사회 파트너십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래
프로그램들의 지역 프로젝트에 적합한 후보자인지 지역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보전 혁신 보조금(CIG)은 혁신을 주도하고 작업 토지에 대한 차세대 보전 노력을 위한 도구, 전략 및
기술을 개발하는 경쟁력 있는 보조금입니다. 이는 주 및 지방 정부, 부족 단체, 비정부 조직, 학술 기
관에 발행될 수 있으며 일부 펀딩은 특히 HUFR과 함께 혁신적인 보전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조직들
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토지 소유자는 종종 EQIP에 부합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지역 보전 파트너십 프로그램(RCPP)은 주 및 연방 수준에서 제공되며 보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NRCS와 파트너 간의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프로젝트 선택에서 HUFR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우선권이 주어지며, 토지 소유자는 등록할 토지가 해당 프로젝트 경계 내에 있는 경우에만
활성적인RCPP 프로젝트 지역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 자발적인 공공 접근 및 서식지 인센티브 프로그램(VPA-HIP)은 주 및 부족 정부에 기존 공공 접근
프로그램의 서식지를 확장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펀딩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HUFR 토지 소유자
들과 운영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특별 노력을 하는 공공 접근 프로그램들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환경 품질 인센티브 프로그램
(EQIP)

보전 관리 프로그램 - 초원 보전
이니셔티브 (CSP-GCI)

건강한 산림 보호
프로그램 (HFRP)

• 목적: 초원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 지
원.

• 목적: 천연 자원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 생산자에게 기
술 및 재정 지원.

• 목적: 사유지의 산림 자원을 복원, 강화
및 보호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회복
을 촉진하고 동식물의 생물 다양성을 개
선하며 탄소 격리를 강화합니다.

• 농장 지원청의 농업 위험 보장/가격 손실 보
장에 따라 기본 면적이 유지되고 풀이나 목
초지에 심어진 경작지

•
•
•
•
•
•

• 비산업 사유림
• 부족의 땅
• 가입이 지역권 지역의 실질적인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경우 적격 토지에 인접한 토
지

경작지
방목장
초원
목초지
비산업 사유림
기타 농무부장관이 정하는 토지

• 선지급금 제공(지원 신청에 대한 세부 정보
참조).
• HUFR은 보전 관행 및 계획을 구현하기 위
해재정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SDFR 및 BFR에 대한 별도의 순위 풀(자
금 선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 VFR은 펀딩 우선권을 받을 수 있음*.

• 신청 선택 기준에는 HUFR 토지 소유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고려 사항이 포함됩
니다.
• 주정부는 HUFR 토지 소유자의 가입을 목
표로 자금의 일부를 따로 설정해 놓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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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S는 비상 유역 프로그램(EWP)을 통해 재난 발생 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홍수, 화재, 폭풍 및 기
타 자연 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에 대한 임박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복구 노력 프로그램입니다. 재난 발
생 후 적격한 관행에 대해 재정 지원이 가능하지만, 개인은 시, 카운티, 타운십 또는 보호 지구와 같은 주의
법적 하위 부문인 프로젝트 후원자와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 또는 부족 정부가 대표해야 합니다.

또한 농장 지원청(FSA)은 재난 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자세한 내용은 14
페이지의 "농장 지원청과 함께 일하기" 섹션 참조). 보전 보호 프로그램(CRP)은 FSA에서 관
리하며 NRCS는 적격성 결정, 보전 계획 및 관행 실행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CRP는
농부들이 매우 침식되기 쉬운 농경지 또는 기타 환경적으로 민감한 면적을 길들인 풀이나 토종
풀, 야생 동물 재배지, 나무, 여과지 또는 강가 완충재와 같은 식물 덮개로 전환하도록 권장합
니다. 생산자들은 다년 계약 기간 동안 연간 임대 지급금을 받습니다. 식물 보호 관행을 확립하
기 위해 재정 지원이 제공되며 대부분의 계약 기간은 10-15년이며 개별 생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 신청 및 계약 이해하기
신청 절차
•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NRCS 웹사이트에서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 서비스 센터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필요한 양식들을 설명
하고 절차를 가능한 한 간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 일찍 시작하십시오. 신청서는 연중 특정 기간에만 검토되고 자금이 지원되지만 서비스 센터는 언제든
지신청서를 수락합니다. 정확한 자금 지원 기간은 주마다 다르므로 지역 서비스 센터에 확인하여 일
정을 확인하십시오.
• 서비스 센터와 함께 일하기. 귀하의 농장을 방문하여 보전 계획을 개발한 지역 서비스 센터 직원이 어
떤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보전 관행 자금 지원
보전 관행을 위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1. NRCS 재정 지원: 귀하의 신청서가 자금 지원을 위해 승인되면 대부분의 NRCS 계약은 참가자가 NRCS
지불 이전에 보전 관행을 설치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아래 "EQIP에 따른 선지급금"
참조). NRCS 직원은 설치 전에 참가자 및 계약자와 협의하여 계약 항목과 합의된 설계 및 사양의 기대
치를 설명합니다. NRCS 기준 및 사양에 따라 일단 설치되면 NRCS는 보전 관행을 인증하고 귀하의 펀
딩 1비율로지불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HUFR 생산자들은 다른 프로그램에 따라 증가된 펀딩 비
율을 받을 자격있을 수 있습니다(20-21 페이지의 NRCS 프로그램 및 HUFR 고려 사항 요약 표 참조).
반드시 보전 준수규칙과 각 보전 관행의 기준 및 사양을 이해하십시오. 재정 지원 지급금은 과세 소득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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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QIP에 따른 선지급금: 환경 품질 인센티브 프로그램(EQIP) 선지급금 옵션은 HUFR의 선불 비용
을 줄여줍니다.
• 이 옵션은 보전 관행이 구현되기 전에 각 보전 관행에 대해 계약된 비용의 최소 50%를 자재
또는 계약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미리 제공합니다.
• 선지급금은 수령 후 90일 이내에 지출해야 하며 EQIP 운영 계획에 동의한 대로 보전 관행을
완료해야합니다.
• 계약의 계획된 보전 관행 완료 날짜를 준수하기 위한 추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귀하가 선지
급금을 받기로 선택한 경우 현지 현장 직원이 귀하와 함께 이 지침을 검토할 것입니다.
b. 지급금 이체: NRCS는 귀하의 재정 지원 지불을 계약자 또는 기술 서비스 제공자의 은행 계좌로 직
접 이체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여 귀하의 본인 부담 비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농장 지원청(FSA) 보전 대출: 보전 관행에 대한 자금을 전액 또는 선불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프로젝
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FSA로부터 보전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FSA는 FSA의 보증 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상업 대출 기관(예: 은행, Farm Credit)을 통해 보전 대출을 관리합니다.
내 계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신청서가 승인되면, 각 관행을 완료하기 위한 일정을 요약한 관행 시행 일정이 포함된 NRCS와 합의
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이 타임라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하나 이상의 보전 관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일정이 변경되면 가능한 한 빨리 지역 서비스 센터에 알리십시오. 계약 타임라인이
시작되기전에 시작된 관행은 지급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전 계획 구현하기
• NRCS는 계획을 도와주지만 일은 귀하가 합니다. NRCS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는가 상관없이
NRCS는 계획 맵, 관행 설계 및 운영 일정과 같은 보전 계획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NRCS는 보전 관행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귀하
는 노동을 완료하거나보전 관행을 구현하기 위해 계약자 또는 기술 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 보전 관행은 반드시 보전 계획에 따라 그리고 관행의 기준 및 사양에 맞추어 완료되어야 합니다.
NRCS 보전 관행은 광범위한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며 식별된 자원 문제에 대한 최대의 긍정적 영향을
위해 구조되었습니다. 서비스 센터 직원은 종자 혼합 및 비율 선택, 침입 종 제어 방법, 폐기물 저장 시
설 설계 등을 포함하여 보전 관행에 대한 기술 지침을 제공하여 이러한 사양을 따르도록 돕는 데 훈련
되었습니다.
관행 완료 인증
• 보전 관행을 완료하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지역 서비스 센터에 통지하면, 누군가를 보내어 관행이
완료되고 NRCS 기준 및 사양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NRCS
기준 및 사양을 충족한다는 인증 직후에 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 진행 상황을 공유하세요. 다른 농부들과 목장주들은 보전 관행을 통해 개선된 전후 사진을 보면 큰 도
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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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관리 에이전시(RMA)와
함께 일하기
작물 보험
연방 작물 보험 프로그램은 USDA의 위험 관리 에이
전시(RMA)가 관리하며, 이 에이전시은 농업 생산자
와 농촌 지역 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시장 기반 위험 관리 도구를 통해 미국 농업
생산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MA는 날씨, 경
제 및 기타 재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연방 작물
보험의 가용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전념 하고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소규모 농장 정책을 포함하여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작물 보험은 승인된 보험 제공자와 협력하는 개인 보험
대리인에 의하여 판매됩니다. 해당 지역의 작물 보험 대리점
목록: rma.usda.gov/Information-Tools/Agent -Locator-Page.

신규 또는 재향군인 농부 및 목장주를 위한 작물 보험 혜택
귀하가 신규(BFR) 또는 재향군인 농부 또는 목장주(VFR)인 경우 다음을 포함한 RMA 기회 자격이
있습니다:
• 재난 및 추가 보장 정책에 대한 관리 수수료 면제;
• 보험료 보조금이 있는 추가 보험에 대해 보험료 보조금의 추가 10% 포인트;
• 귀하가 이전에 작물 또는 가축을 생산한 농장에서 의사 결정 또는 신체 활동에 관여한 경우 귀하에
게이전된 특정 면적에 대해 허가를 받아 이전 생산자의 생산 이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 보장된 손실 원인으로 인한 낮은 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수익률 조정이 적용 가능한 전환 수
익률(T-수익률)의 60%에서 80%로 증가합니다.

혜택 가용성
혜택을 받으려면 작물 보험 대리인이 제공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작물 연도에 혜택을
받으려면 판매 마감일 이전에 신청서를 완료해야 합니다. 판매 클로징 날짜는 모든 작물과 위치가 나열된 보
험 계리 정보 브라우저(webapp.rma.usda.gov/apps/actuarialinformationbrowse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하거나 작물 보험 대리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작물 보험 대리인은 공무원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승인된 보
험회사와 계약 관계이 있기 때문에 USDA 서비스 센터에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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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자격이 되나요?
신규 농부 또는 목장주 자격
RMA를 위해 BFR 자격을 얻으려면:
• 반드시 개인이어야 합니다. 사업체는 사업체의 모든 실질적인 수익적 이익 보유자(10% 이상)가 BFR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한 아들이 가족 농장을 인수하기 위해 집을 옮기고, 배우자와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두
사람 다 이전에 농사를 지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의 회사는 BFR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한 아들이 집을 옮기고 5년 이상 농작물이나 가축에 대해 피보험 이익을 갖고 있던 아버지와 회사
를 설립한 경우, 그 회사는 BFR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은 BFR 자격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
렇지 않습니다.
• 농작물이나 가축에 대한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5년 이상(전체 농장 수익 보호의 경우 10년) 농장이나
목장을 적극적으로 운영 및 관리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으로서 또는 작물이나 가축에
대한 피보험 이익이 있는 다른 사람의 실질적인 수익적 이익 보유자(10% 이상)로서의 피보험 이익이
포함됩니다. 귀하가 18세 미만이거나 고등 교육 과정에 등록했거나(작물 연도 5년을 초과하지 않음),
또는 미군에서 현역 복무 중인 경우 작물 연도의 피보험 이익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 농부 또는 목장주 자격
RMA에 대한 VFR 지위를 얻으려면 재향군인이어야 하며 또한:
• 반드시 개인이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실질적인 수익적 이해 관계
자가 VFR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재향군인은 가족 농장을 인수하기 위해 집을 옮기고, 배우자와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두 사람 다 이전에 농사를 지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의 회사는 5년 작물 연도 동안 VFR 자격
을 갖출 것입니다. 하지만 재향군인이 집을 옮기고 5년 이상 농작물이나 가축에 대해 10% 이상
피보험 이익이 있는 부모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VFR 혜택을 받을 수 없습
니다. 재향군인은 VFR 자격이 있지만 부모는 VFR 자격이 없습니다.
• 5년 이상 수확 연도 동안 농장이나 목장을 운영하거나 관리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는
• 지난 5년 안에 처음으로 재향군인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혜택 신청 방법
연방 작물 보험 증권의 판매 마감일까지 BFR 또는 VFR 혜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는 이전의 농업 또는
목장 경험과 18세 미만, 고등학교 이후 교육 또는 현역 군인이었던 모든 제외 기간들을 식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물 보험 대리인에게 문의하십시오.

작물 보험 구입처
재난 위험 보호 정책을 포함한 모든 연방 작물 보험은 작물 보험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작물 보험
대리점 목록은 RMA 대리인 찾기 rma.usda.gov/Information-Tools/Agent-Locator-Page을 이용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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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농업
역사적으로 소외된 농부들의 높은 비율은 도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합니다. 도시 농업은 일반적으로 수직 생
산, 커뮤니티 정원, 옥상 농장, 하이드로포닉, 에어로포닉, 그리고 아쿠아포닉 정원 같은 것을 포함하여 종종
재래식 농장보다 작거나 더욱 복잡한 도시 및 교외 환경에서 농산물을 재배, 가공 및 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FSA는 도시 운영을 포함하여 모든 규모와 환경의 생산자에게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합니다.
NRCS는 토양 건강, 관개, 해충 및 영양소 관리와 같은 일을 위해 도시 정원과 농장에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
공합니다. 성장기를 연장하고 작물을 보호하는 하이 터널은 NRCS가 도시 농장에 제공하는 가장 인기 있는 품
목들 중 하나입니다.
USDA는 마케팅 및 유통에서 부가 가치 처리 보조금에 이르기까지 기타 지원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farmers.gov/urban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도시 농업 및 혁신 생산 USDA오피스
2018년 농장 법안은 USDA에 도시 생산자들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감독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
농업 및 혁신 생산 오피스를 설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지역 식품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성장하는 도시 농업을 지원하는 경쟁 보조금
및 협력 협정.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두 가지 새로운 방법들도 있습니다.
• 농업 생산자와 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 농업 및 혁신적 생산을 위한 연방 자문 위원회는 USDA에 정
책 및지원에 대해 조언합니다. 회의는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 FSA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지역 수준 제공하는 선택된 도시의 FSA 도시 농업 카운티 위원회.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farmers.gov/urban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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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인증 및 유기농으로 전환
높은 비율의 유기농 생산자는 역사적으로 소외된 농부로
식별됩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생산자는 USDA 농업 마케팅 서비스에서
관리하는 USDA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에 의해 요약된 규정을 따라
야 합니다.

유기농 인증
유기농으로 간주되고 USDA 유기농 인증 마크를 사용하려면 유기농 판매
액이 $5,000 이상인 모든 농산물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독립적인 제3
자 USDA 인증 기관이 농장을 유기농으로 인증합니다. NRCS 또는 농장
지원청(FSA)은 인증 절차 책임을 맡고 있지 않지만 농장이 유기농 인증을
받도록 기술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ms.usda.gov/services/organic-certific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인증 신청할 때 아래 정보가 필요합니다:
1. 농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
2. 적용한 물질의 이력 또는 최근 3년 동안 금지된 물질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인증;
3. 재배한, 키운, 수확한 또는 가공된 유기농 제품들; 그리고
4. 관행, 관리 및 사용된 물질을 설명하는 유기농 시스템 계획.

NRCS 및 유기농으로 전환
유기농 인증 절차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전에 관행적으로 경작되었던 토지를 유기농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3
년이 걸립니다. 농부들은 유기농과 비유기농 밭을 둘 다 가질 수 있지만 그들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합
니다. NRCS는 완충 지대를 만들고 유기적 운영을 위한 기타 자원 문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술 서비스 제
공자(TSP)는 유기적 전환을 위한 보존 계획 활동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세 섹션
이 포함됩니다: 자원 목록, 침식 제어 목록 및 계획된 NRCS 보전 관행의 요약 기록. 자원 인벤토리 섹션은 인
증에 필요한 유기적 시스템 계획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획된 NRCS 보전 관행에 대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nrcs.usda.gov/organic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FSA의 인증 비용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또한 유기농 인증 비용 분담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유기농 인증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FSA에 신청할 수 있습
니다. fsa.usda.gov/programs-and-services/occsp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유기농 농장을 위한 작물 보험
USDA의 위험 관리 에이전시(RMA)는 유기농 관행을 좋은 농업 관행으로 인식하고 유기농 생산자와 유기농
으로 전환하는 생산자에게 보다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위험 관리 보장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작물 보험을 지
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홀-팜 수익 보호(Whole-Farm Revenue Protection)는 하나의 보험 정책에 따라 모든 상품들의 위험 관리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전문 또는 유기농 상품(작물과 가축 모두)이 있는 농장, 또는 지역, 지방, 농장-식별 프
리저브드, 스페셜티, 또는 직접 시장들로 판매되는 상품들을 포함합니다. 이 상품은 또한 인증된 유기농 생산
자가 유기농 가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RMA 유기농 작물 웹페이지에서 작물 보험 정책, 작물 규정 및 핸드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물 보험 대리인
목록은
RMA 대리인 찾기 웹페이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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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원
참여하십시오
농장 프로그램 외에도 본인의 의견과 경험을 기여할 수 있는 리더십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USDA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FSA 카운티 위원회: 농장 지원청(FSA) 카운티 위원회는, 농업 커뮤니티에서 선출된 임원들에 의하여 운영되
고 있고, 지역 수준으로 농장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도록 돕고 또한 프로그램들이 지역 생산자들의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근에는 도시 지역을 위한 일부 카운티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fsa.usda.gov/
news-room/county-committee-elections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NRCS 주 기술 자문 위원회 및 지역 실무 집단들: 주 전역 및 지역의 천연 자원 보전 서비스(NRCS) 위원회는
대중의 의견에 의존하여 새로운 자원 문제와 우선 순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nrcs.usda.gov에서 자
세히 알아보십시오.
연구 및 홍보 프로그램들: USDA의 농업 마케팅 서비스는 농부, 목장주 및 농업 사업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
는 22개의 연구 및 판촉 위원회들을 감독합니다. ams.usda.gov/rules-regulations/research-promotion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자원 보전 및 개발(RC&D) 위원회: RC&D 위원회는 보전, 수질, 야생 동물 서식지, 레크리에이션 및 농촌 개
발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카운티 지역을 지원하는 501(c)3 비영리 기업입니다. Narcdc.org에서 자세히 알
아보십시오.
연방 자문 위원회는 특정 분야에서 농무부 장관에게 조언합니다. 위원회의 전체 목록은 usda.gov/ouragency/staff-offices/office-executive-secretariat-oes/advisory-committees에 있습니다. 특히 관심
분야:
• 신규 농부와 목장주들을 위한 연방 자문 위원회
• 소수민족 농민들을 위한 연방 자문 위원회
• 도시 농업 및 혁신적 생산을 위한 연방 자문 위원회
어떻게 하면 지역 농업 커뮤니티와 연결이 되는가 알아보십시오: farmers.gov/working-with-us/get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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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USDA 자원
농업 마케팅 서비스는 식품, 섬유 및 특수 작물의 미국 생산자들을 위한 국내 및 국제 마케팅 기회를 창출하는
프로그램들을 관리합니다. AMS의 지역 식품 업소록은 파머스 마켓, 농장 시장, CSA 및 식품 허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MS는 또한 유기농 인증에 대한 정보와 현지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자 대 소비자 시장을 위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농부 시장 촉진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ams.usda.gov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코오퍼레이티브 익스텐션은 미국의 USDA와 농과대학이 협력하여 주, 지역 및 카운티 협력적 연장 사무소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지원함으로써 운영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농업 생산자가 직면하는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nifa.usda.gov/cooperative-extension-system에서 자세일 알아보십시오.
식품 및 영양 서비스는 농장에서 학교로 프로그램을 계획, 개발 및 구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농장에서 학
교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fns.usda.gov/cfs/farm-school-grant-program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산림청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 산림과 초원의 건강, 다양성 및 생산성을 유지합니
다. fs.usda.gov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식품 농업 연구소는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들을 포함하여 도시 농업 연구, 확장 및 교육에 투자합니다.
nifa.usda.gov/page/search-grant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NRCS 필드 오피스 기술 가이드 섹션 IV는 모든 NRCS 보전 관행에 대한 자세한 계획과 사양을 제공하며 고
급 기술 지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심층적인 자원입니다. 메인 사이트에서 주를 선택한 다음 섹션 IV
및 지역 관련 경험을 위해 관심 있는 관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fotg.sc.egov.usda.gov에서 자세히 알아
보십시오.
농촌 개발은 저렴한 주택, 인프라 현대화, 기업, 협동 조합 및 기타 필수 지역 사회 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함께
대출, 보조금, 대출 보증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rd.usda.gov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추가 외부 자원
• 주 농업 또는 천연 자원 부서: 많은 주에서 경작지, 산림 또는 방목지의 보전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자금
을 제공합니다. ecosystems.psu.edu/undergraduate/ resources/employment/state-agencies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지역 보전 구역: 미국 전역 거의 모든 카운티에 하나씩 있는 약 3,000개의 보전 구역들이 토지 소유자와
직접 협력하여 건강한 토양, 물, 숲 및 야생 동물을 보전하고 증진합니다. 전국 보전 구역 협회(NACD)
는 이 구역들을 대표합니다. nacdnet.org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지역 보전 지역 위원회: 17,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보전 지역 관리 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nacdnet.org/about-nacd/about-districts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농장 답변: 농무부 국립 식량농업 연구소(NIFA)는 농사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과 노련한 생산
자들의 성공을 돕는 도구를 제공하는 신규 농부 및 목장주의 정보 자원 에이전시입니다.
farmanswer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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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복잡한 토지 소유권 탐색
상속인의 토지
상속인의 토지는 유언이나 소유권에
대한 법적 문서없이 상속된 가족 토
지를 뜻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또한
가족 토지, 유산 토지, 고인 토지 또
는 기타 토지.
후손 또는 상속인은 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재산 문제가 해결되
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재
산에 대한 명확하거나 시장성이 있
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상속인은 농
업과 같은 토지 사용 결정에 동의해
야 하기 때문에 토지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상속인의 토지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재산이나 토지는 유언과 함께
또는 없이 여러 사람이 상속
합니다.
• 상속인들은 분할되지 않은
이해 관계를 가진 공동 소유
자들입니다.
• 명확하고 시장성이 있는 소
유권은 없습니다.
• 토지는 가족 분쟁 및 외부 약
탈적 토지 거래에 취약합니
다.
카운티 등기소나 법원 서기 법원에
일련의 소유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
다. 토지가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알아보려면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
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문서들을
수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속
인들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
우, 특히 세대 간 소유 토지에서 가
계도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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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상속인의 토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USDA와 함께 일하기
2018 농장 법안은 상속인의 토지 운영자가 농장 번호
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특정 문서들을 승인했습니다.
대출, 재난 구호 프로그램, 카운티 위원회 참여를 비롯
한 다양한 USDA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려면 농장 번호
가 요구됩니다.
소유자 확인 또는 임대 계약을 제공할 수 없는 상속인
재산 농장 운영자는 자신이 농장 운영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대체 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이 분할되지 않은 농업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난 5년 동안의 세금 보고서.
• 개인이 농장이나 목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토지를
통제하고 있다는 자체 인증서.
• 개인이 아래 하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농업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는 FSA 카운티 오피스에서 허용하는 기타
모든 문서:
○ 개인이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소유자의 진술
서.

상속인의 토지 전대 프로그램
○ 토지에 대한 개별 통제권을 부여하는 제한된
2018년 농장 법안은 또한 상속인의 토지 전대 프로그
위임장.
램이 여러 소유자들이 있는 농지의 소유권 및 승계 문
○ 취소된 수표 및/또는 임대료 영수증 운영 비용.
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격 대출 기관을 통해 대출 자금
을 제공하도록 승인했습니다. 대출 기관은 이러한 소유
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개인들에게 대출 상속인의 토지 소유자가 농장 번호를 갖게 되면
NRCS의 농업 보전 완화 프로그램(ACEP)과 부동산
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armers.gov/heirs/relending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담보로 필요한 일부 FSA 농장 대출 프로그램을 제
외한 거의 모든 USDA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
필요한 문서는 상속자 재산 분할법(UPHPA)을 제정
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경우 토지가 담보 설정되기 전
한 주에서 농장을 운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에 명확하고 시장성이 있는 소유권이 필요합니다. 각
2021년 2월 현재 앨라배마, 아칸소, 코네티컷, 조지아,
NRCS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은 nrcs.usda.gov/
하와이, 아이오와, 미시시피, 몬태나, 네바다, 뉴멕시
programs/financial/을 방문하고, 신청서 올바른 정
코,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UPHPA를 제정
보를 갖고 있는지 지역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했습니다.
소유권 확인을 위한 자원
UPHPA를 채택한 주에서는 농장 운영자로 인정하기
지역
비영리 단체, 법률 구조 협회 또는 신뢰할 수 있
위해 아래 문서들을 승인합니다:
는 변호사와 같이 상속인의 토지 소유자와 협력하여
• 토지가 UPHPA에 정의된 상속인 재산의 정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상속인의 토지를 관리하는 데 도
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법원 명령; 또는
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USDA 상속인
의 토지 웹사이트(farmers.gov/manage/heirs)에는
• 등록된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고 적어도 한 명의
소유권을 확인하고자 하는 상속인의 토지 소유자를 위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시작했다
한 전대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 및 "농장 지원청
는 등기소 증명서.
(FS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상속인의 토지 운영자를
UPHPA를 채택 하지 않은 주에서는 농장 운영자
위한 지침")에 있는 FSA의 요약자료 링크가 들어있
로 인정하기 위해 아래 문서들을 승인합니다:
습니다.
• 소유자들 과반수가 승인한 개인에게 토지의 일부
또는 전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
여하는 공유 재산권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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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환경 규정 준수 이해하기
환경 준수란 무엇인가요?
국가 환경 정책법(NEPA) 및 기타 환경 법률, 규정 및 행정 명령에 따라 연방 에이전시들은 고객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 준수 과정은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포함하
는 프로젝트 또는 활동을 계획하는 동안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센터 직원은 제안된 프로젝트가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보호된 자원이 프로젝트 지역 근처에 있는지 여부와 프로젝트의 복잡
성에 따라 제안된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을 기록하는 데 요구되는 문서화 수준이 다양합니다.

환경 준수 심사는 에이전시마다 다른가요?
네. 모든 에이전시들이 환경 준수 검토를 완료해야 하지만 환경 검토 절차는 에이전시마다 다릅니다. NRCS
의 경우 환경 검토 절차가 보전 계획 절차와 통합됩니다. 결과적으로, 생산자인 귀하는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
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NRCS는 기술 지원의 일환으로 문화 자원 조사와 같은 필수 조사
를 무료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에이전시 직원들이 있습니다.
또는 FSA에는 재정 지원 승인 전에 수행되는 독립적인 환경 준수 검토 절차가 있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FSA 직원이 검토 과정에 귀하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종과 같은 특정 자원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승인 전에 추가 설문조사를 완료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환경 규정 준수 절차 중에 어떤 유형의 자원이 고려됩니까?
절차 중에 평가된 보호된 자원의 예로는 아래 나열된 것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상담이
요구되거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 USDA는 귀하의 서면 허가 없이 규제 기관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USDA는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정보를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32 |

농장 생산 및 보전 | FSA | NRCS | RMA | 비즈니스 센터

보호된
자원
위협받고 있는
또는 멸종 위기
에 처한 종

문화 및 역사적 자원

미국의 습지 및 해역

알아야 할 사항
보호된 종 또는 서식지가 제안된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서비스 센터 직원이 현장
방문을 수행하고 해당 종 또는 서식지가 프로젝트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어류 및 야생 동물 관리국 및/또는 국립 해양 수산국, 주 또는 부족 야생 동
물 에이전시들과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후에 종이나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프로젝트 위치에 따라 문화 자원 평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화 자원(역사적 유산
이라고도 함)이 제안된 프로젝트 지역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 또는 부족 역사 보존 담당관
및 관심 있는 부족과의 상담이 요구될 것입니다. 상담을 한 후에 건설 중 그러한 자원의 발견을 모니
터링하거나 역사적 유산에 대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재설계하는 것과 같은 추가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목활동 중 문화 자원이 발견되면 즉시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추가 상담이 요구
될 것입니다.

제안된 프로젝트 지역에 습지 또는 수로가 포함되어 있고 제안된 프로젝트가 이러한 수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미 육군 공병대에 관할권 결정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천(간헐적 및 지속적 흐름)
및 습지는 군단의 허가가 요구될 수 있으며, 현장에 있는 습지에 미치는 영향은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방 에이전시 정책은 프로젝트 지역의 습지에 대한 영향을 피하거나 최
소화하거나 완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안된 프로젝트가 이미 가능하지 않은 연간 작물의 생산을 가
능하게 할 수있다면, NRCS는 농장 법안의 보존 준수 조항을 준수하도록 습지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환경 준수 검토 중에 어떤 프로젝트 활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제안된 프로젝트가 환경 검토 완료 전에 시작되고 서면으로 최종 신청 승인을 받는 경우, 프로젝트는 승
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재정적 지원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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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용어 해설
면적 보고서 - 농장이나 목장에서 재배한 작물과 그 용
도를 문서화합니다. 많은 USDA 프로그램의 자격을 얻
으려면 적시에 면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보호 활동가 - 토지를 보전 개선하고자 하는 농부,
목장주, 산림 지주에게 기술적 전문 지식과 보전 계획을
제공하는 개인.

선지급금 - 보전 관행을 설치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지급금.

코오퍼레이티브 익스텐션 서비스 - 농업, 잔디 및 정원,
지역 사회 개발, 4H 및 청소년 개발, 가족 및 소비자 교
육 분야에서 대중을 지원합니다.

지급금 양도 - CCC-36으로 알려진 이 양식을 사용하
면 참가자가 농장 법안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받은 지급
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개인, 개인들의 집단 또는
독립체에 직접 양도 할 수 있습니다.
농장 법안 - 농업 생계, 식품 재배 방법, 식품 종류에 영
향을 미치는 대략 5년에 한 번 통과되는 법안 패키지. 상
품, 보전, 영양, 대출, 농촌 개발, 연구, 확장 서비스, 임
업, 에너지, 원예, 작물 보험, 노동 안전, 인력 개발 등을
다룹니다.
보전 우려사항 - 자원의 지속 가능성 또는 의도된 사용
이 손상될 정도로 토양, 물, 공기, 식물, 동물 또는 에너
지 자원 기반의 예상되는 악화. 이것은 자원 우려사항이
라고도 불리웁니다.
보전 대출 - 산림청 관리인 관리 계획의 NRCS 보전 계
획에 따라 승인된 보전 관행의 구현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FSA 직접 또는 보증 대출.
보전 계획 - 농장이나 목장의 천연 자원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료 도구입니다. NRCS 환경 보호론
자가 귀하와 만나 귀하 농장의 토양, 물, 공기, 식물 및
동물 자원을 평가하고 자원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
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사용하기로 결정한 대안은 설치
일정이 포함된 보존 계획에 기록됩니다.
보전 계획 활동 - 생산자가 NRCS 펀딩을 받아 보전 계
획의 계획 기준에 대한 자원 문제를 식별 및 평가하고 구
현할 관행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서비스 제공
자 (TSP)를 고용할 수 있는 활동들.
보전 관행 기준 - 관행이 적용되는 이유와 장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행을
적용하는 동안 충족되어야 하는 최소 품질 기준을 설명
하는 NRCS 지침.

설계 구현 활동 – 생산자가 시스템, 관행 및 활동을 구
현하는 방법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서비스 제
공자 (TSP)를 참여시키기 위해 NRCS 자금을 받을 수
있는 활동. 여기에는 생산자가 선택한 보전 시스템을 구
현하기 위한특정 관행 설계, 관리 처방 또는 기타 지침의
개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FSA 카운티 위원회 - 지역 수준에서 농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이 지역 생산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 카운티 또는 지역의 농업 생산자가 선출한 위
원회.
직접 대출 - 직접 대출은 최대 100% 융자를 제공하며
농부와 목장주가 가족 농장을 구매 또는 확장하고, 현재
운영을 개선 및 확장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이
나 장비를 구매하고, 자연 재해로부터 복구하고 토지를
지원하며 미래 세대들을 위해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통
지 보유권을 지원해 주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최대 대출
금액 $600,000(신규 농부 다운 페이먼트 $300,150),
모든 FSA 직접 대출은 지역 농장 대출 직원을 통해 에
이전시가 파이낸싱하고 서비스합니다. 자금은 USDA 예
산의 일부로 의회 예산에서 나옵니다.
긴급 대출 - 자격을 갖춘 운영자가 선언된 자연 재해
로부터 복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FSA 직접 대출.
이 대출은 손상된 자산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손실된 작물 수입을 대체하고 운영 비용 자금
을 제공하는 데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긴급 대출의
최대 대출 금액은 $500,000입니다.
지역권 - 토지 소유자가 재산에 대한 권리, 소유권 및/
또는 이권을 수혜자에게 양도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수수
료 소유권을 유지하는 증서에 정의되고 설명된 토지에
대한 이권입니다.
농장 및 트랙 번호 - 농장 번호는 FSA가 농장에 할당한
고유 식별자입니다. 트랙 번호는 농장의 일부인 토지 단
위에 할당된 고유 식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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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소유권 대출 – 농장이나 목장을 구입하거나 확장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FSA 직접 또는 보증 대출. 이
대출은 클로징 비용 지불, 농장 건물 건설 또는 개선, 토
양 및 수자원 보존 및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행 구현 – 생산자 또는 계약자가 천연 자원 문제를 해
결하고 설계 기준의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환경적
이점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보전 실행을 설치하거나
수행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직접 농장 소유권 대출의 최대 금액은 $600,000이고 보
증된 농장 소유권 대출의 경우 최대 금액은 $1,825,000
입니다.

순위 풀 – 지역 주도의 정보를 통합하도록 맞춤화 되었
으며 유사한 토지 사용/생산 유형, 자원 문제 및 유사한
지리적 영역을 가진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이 유사한
운영을 통해 자금 조달을 위해 경쟁할 수 있도록 설정됩
니다.

재정 지원 – NRCS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적격 프로그
램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기금.
보증된 대출 – FSA의 보증된 농장 대출 프로그램은 가
족 농부와 목장주들이 농지 구매 또는 농업 생산 자금 조
달을 위해 USDA 승인 상업 대출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FSA는 상업 대출 기관을
통해 최대 $1,825,000까지의 농장 대출을 보증합니다.
금융기관들은 추가 대출 실적을 올릴 수 있고 또한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FSA는 최대 95%까지 농장 대출을
보증하기 때문에 안전망의 혜택을 받습니다.
상속인의 토지는 유언이나 소유권에 대한 법적 문서없이
상속된 가족 토지를 뜻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침식 가능성이 높은 토지(HEL) – 과도한 속도로 침식
될 수 있는 경작지, 건초지 또는 목초지. 침식 지수가 8
이상인 토양을 포함합니다. 생산자가 침식 가능성이 높
은 토지로 확인된 밭이 있는 경우해당 생산자는 토양 손
실을 상당히 줄이면서 침식률을 유지하는 보전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액 대출 – 소규모 및 신규 농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
거나 일부 요구 사항을 완화하고 간소화된 서류 작업을
제공하는 비전통 및 특수 운영을 위해 설계된 FSA 직접
대출(농장 소유권 또는 운영자금 대출)입니다. 소액 대
출의 최대 금액은 $50,000입니다.
운영자금 대출 – 가축, 종자 및 장비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FSA 직접 또는 보증 대출. 이 대출은 농장이 운영
되는 동안 농장 운영 비용과 가족 생활비도 충당할 수 있
습니다. 직접 운영자금 대출의 최대 금액은 $400,000이
고 보증 운영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금액은 $1,825,000
입니다.

위험 관리 – 재무 위험에 대한 예측 및 평가와 그 영향
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 식별.
운영 일정 – 이 문서는 구현할 보전 관행, 시행 시기, 시
행 장소 및 지불 요율을 식별합니다.
서비스 센터 – FSA, NRCS 또는 농촌 개발 직원들은
귀하의 사업 요구 충족을 위해 연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farmers.gov/service_locator에서 USDA 서비스 센터
찾기를 사용하여 지역 서비스 센터 및 에이전시 오피스
를 찾으십시오.
기술 지원 – 토지의 천연 자원을 보전, 유지 및 복원하
고 미래를 위한 운영 상태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도구를 농부, 목장주 및 산림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지침
입니다.
기술 서비스 제공자(TSP) – NRCS를 대신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는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보전 계획 및 설계에
대한 기술적 전문 지식을 갖춘 개인 또는 기업.
청소년 대출 – 교육 농업 프로젝트에 도움이 필요한
10-20세 사이의 젊은이들을 위한 일종의 운영자금 대
출. 일반적으로 이러한 청소년은 4-H 클럽, FFA 또는
유사한 조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습지 – 습지는 사람들과 정부 기관들에 따라 다르게 정
의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의에는 세 가지 공통
점이 있습니다. 습지는 습지 식생(수생식물)을 가지거나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식생을 지지하고, 수분 토양
이 우세하고, 습지 수문학(식생의 보급을 지원하기에 충
분한 빈도와 기간으로 지표수 또는 지하수에 의해 범람
되거나 포화됨)을 갖는 것으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포
화 토양 조건에서 생활에 적합).

| 35

부록 4: 민권 선언문
귀하의 권리
저희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귀하가 선택 가능한 옵션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연방 민권법 및 미국 농무부(USDA) 민권 규정 및 정책에 따라 USDA, 그 에이전시들, 오피스, 직원, USDA 프로
그램에 참여하거나 행정 관리하는 에이전시들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장애, 연령 또는 USDA가 수행하거
나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이전의 민권 활동에 기반 보복으로부터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농장 지원청, 천연자원 보전 서비스, 위험 관리 에이전시 또는 기타 USDA 에이전시들부터 불리한 프로그램
결정을 받았을 경우 귀하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장 대출이 거부되었거나, 프로그램 지급금이 거부되
었거나, 재정 지원이 거부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Nad.usda.gov 또는 전화 1-800-541-0457로 연락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USDA로부터 서비스를 받거나 USDA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USDA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권 집행 센터(The Center for Civil Rights Enforcement)는 USDA가 운
영하거나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차별 불만을 조사하고 해결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차별 불만을 제기하려면
OAC@usda.gov로 이메일을 보내 불만 접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차별 불만을 접수하려면 usda.gov/oascr/how-to-file-a-program-discrimination-complaint, 에서
그리고 USDA 오피스에서 USDA 프로그램 차별 불만 양식(AD-3027)을 작성하거나 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
보를 적어 USDA 앞으로 편지를 보내십시오. 불만 양식 사본을 요청하려면(866) 632-9992로 전화하십시오. 작
성한 양식 또는 서신을 다음 방법으로 USDA에 제출하십시오.
1. 우편주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 14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50-9410
2. 이메일: program.intake@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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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USDA 첫 방문을 위한 워크시트
이 워크시트는 농장 운영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제공됩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기로 선택한 경우 상담을 용이
하게 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USDA 서비스 센터를 처음 방문할 때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귀하와 귀하의 농장 운영에 적용되는 옵션들
을 아래에서 최대한 많이 선택하십시오.
나는 USDA 정의를 충족합니다 (해당되는 항목 모두 선택, 4페이지의 역사적으로 소외된 농부 또는 목장주입니까?):
______신규 농부 또는 목장주

______ 사회적으로 소외된 농부 또는 목장주

______제한된 자원 농부 또는 목장주
나의 관심 분야:
___ 참여하는 데 필요한 농장 번호
___ 대출
___ 보험
___ 재난 지원

______재향군인 농부 또는 목장주

___ 시장 위험 및 USDA 재정 지원 프로그램 참여
___ 보전 프로그램
___ 내가 경험을 쌓거나 시작하기 전에
농사에 대하여 가르쳐줄 수 있는 자원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현재 농장은:
___재래식

___인증된 유기농장

___유기농으로 전환 중

___유기농 인증에서 면제 (연매출 $5,000 미만)
___유기농과 재래식 혼합
___상속인의 토지 30 페이지의 복합 토지 소유권 탐색 참조)
나는 농장은:
___ 다음 토지 사용 유형을 포함한 총 에이커:

___방목지

___목초지

___산림

___경작지

(해당되는 경우) 내가 현재 생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는 다음과 같은 농산물을 고려 중: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의 보전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__토양 – 토양 침식을 줄이거나 방지; 토양의 건강과 품질 개선.
__물 – 관개 및 배수 물 관리; 홍 수 피해 감소; 농장 안팎의 수질 개선.
__공기 – 미립자 물질, 살충제, 냄새 및 온실 가스의 배출과 표류를 최소화.
__식물 – 식물 생산성 및 건강 개선, 생물 다양성 증가, 해충 최소화, 산불 위협 감소.
__동물 – 가축을 위한 사료, 마초, 물 및 쉼터 제공; 야생 동물 서식지 또는 생물 다양성 개선.
__인간 - 경제적, 사회적 고려 사항.
__에너지 – 장비, 시설, 관행 및 현장 운영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영양소 및 동물 폐기물로 인한 배출량 감소.
__전국 유기농 프로그램(NOP) 규정 충족.
__하이 터널 시스템으로 성장기를 연장하고 식물 건강을 개선.
__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내가 원하는 것:
___ 지역 카운티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___ USDA 이메일 업데이트 등록 또는 famers.gov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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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노트 및 서비스 센터 정보:
내 지역 서비스 센터 (farmers.gov/service-center-locator):
•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노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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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는 기회 균등 제공자, 고용주 및 대출 기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