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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식품 지원 프로그램 2 
 
 

USDA는 코로나 바이러스 식품 지원 프로그램 2 
(CFAP 2)를 통해 미국의 농장주와 목장주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FAP 2는 
COVID-19로 인해 시장 혼란과 관련 비용에 계속 
직면하는 농업 생산자들에게 절실한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개요 
USDA는 코로나 19 시장 혼란의 영향을 받은 농장주들, 
목장주들 및 생산자들에게 팬데믹 지원 이니셔티브를 통해 
추가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CFAP 2의 원래 신청 기간은 2020년 12월 11일로 
종료되었습니다. USDA는 2021년 4월 5일부터 시작하여 
최소 60일 동안CFAP 2 등록을 재개했습니다. 등록 
마감일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누가 자격이 되는가? 
지속적인 시장 혼란과 높은 마케팅 비용에 직면한 특정 
농산물 생산자들 (개인 또는 법인)은 CFAP 2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개인 또는 법인체는: 
• 2016, 2017 그리고 2018 과세연도에 
조정된 평균 총소득이 $900,000 미만; 또는 

• 조정된 총 소득 중 최소 75 퍼센트가 농업, 축산업 
또는 임업 관련 활동에서 파생되어야 한다. 

개인 및 법인체는 또한 반드시: 
• 적격 상품들을 상업적으로 생산해야 하며; 
• 신청 당시 농사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 종종 보전 준수 조항이라고 하는 “고도 침식가능 
토지와 습지 보전” (Highly Erodible Land and Wetland 
Conservation) 규정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 외국인의 경우 토지, 자본 및 상당한 양의 활동적인 
개인 노동력을 농업 운영에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 규제 약물 위반이 없어야 한다. 
생산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생산 위험은 CFAP 2에 
해당되는 계약에 의하여 재배된 상품들. 

적격 상품들 
CFAP 2 지원금은 세 개의 상품 범주로 나뉩니다: 
1. 가격 트리거 상품; 
2. 정액 작물; 
3. 판매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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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트리거 상품
가격 트리거 상품은 2020년 1월 13-17일 주 평균 가격과 
2020년 7월 27-31일 주 평균 가격을 비교했을 때 5% 이상의 
가격 하락을 겪었습니다. 가격 트리거 상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리

• 옥수수

• 수수

• 대두

• 해바라기

• 고지대면

• 밀 (모든 클래스)
• 육계

• 계란

• 육우

• 낙농

계약 생산자 상품들
특히 계약 생산자들을 위한 적격 상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돼지와 새끼 돼지
• 새끼 양과 양

정액 작물
정액 작물은 5% 가격 하락 트리거를 충족하지 않거나 가격 
변동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 육계

• 풀렛

• 레이어

부적격 상품

• 칠면조

• 계란

• 돼지와 새끼 돼지

데이터가 없는 작물들입니다. 정액 작물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알팔파를 제외한 건초 및 방목용 작물은 CFAP 2에 부적격하며 

CFAP 2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알팔파

• 아마란스 곡물
• 메밀

• 카놀라
• 엑스트라 롱 스테이플 코튼

• 코라산 밀
• 머스타드

• 귀리

• 땅콩
• 퀴노아

지원금. 녹비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작물과 방치된 작물도 
부적격합니다. 
CFAP 2의 부적격 상품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크램비 (Colewart)
• 에인콘 (Einkorn)
• 엠머

• 플랙스

• 구아르

• 마

• 인디고

• 산업 쌀
• 케나프

• 밀렛

• 레이프시드

• 새프플라워

• 참깨

• 스펠츠

• 사탕수수

• 사탕무

• 스위트 라이스
• 테프

• 라이밀

• 야생쌀

• 버즈푸트와 트레포일
• 클로버

• 피복 작물
• 휴경지

• 마초 수수
• 사료 대두
• 정원 (상업 및 가정)
• 풀

• 코치아 (prostrata)

• 레스페데자

• 밀크위드

• 혼합 사료
• 펠트 (밍크 제외)
• 다년생 땅콩
• 수분 매개체
• 선 헴프
• 부적격 작물의 종자
• 야생 완두

판매 상품
판매 상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일과 야채
• 제어된 환경에서 자란 수산양식;
• 묘목 작물 및 화초 재배;
• 식품, 섬유 모피 깃털 용도로 성장한 가격 트리거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축 (종축 제외); 

• 담배;
• 염소젖;
• 밍크 (펠트 포함);
• 모헤어;
• 풀렛;
• 터프그래스 잔디;
• 양모; 그리고
• 기타 상품들.

모든 적격 상품 목록을 보려면 farmers.gov/cfap를 방문하십시오. 

지원금

CCC 기금은 지속적인 시장 혼란에 대해 생산자들에게 부분적으로 
보상하고 보다 질서있는 마케팅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CCC Charter Act 기금은 담배 지원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담배는 CARES Act에 의해 승인된 나머지 기금을 사용하여 CFAP 
2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 트리거 작물들
보리, 옥수수, 수수, 대두, 해바라기, 고지대 면화 및 밀 (모든 등급)
의 경우, 지원금은 FSA-578 양식에 따라 FSA에 보고된 금지된 모
종과 시험 에이커를 제외한 적격 작물 2020 에이커를 기준으로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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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트리거 작물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중 더 큰 쪽입니다: 
1. 에이커 당 $15 지원금을 적격 에이커에 

곱한 금액; 또는 

2. 적격 에이커에 전국적인 농작물 마케팅 비율을 곱하고, 
농작물 별 지불 비율을 곱한 다음, 생산자의 가중치가 적용된 
2020년 실제 생산 기록(APH) 승인 수확량을 곱합니다. 
APH가 없으면, 해당 작물에 대한 2019년 ARC-CO 
(Agricultural Risk Coverage-County Option) 벤치 마크 
수확량의 100%가 사용됩니다. 

 

가격 트리거 작물에 대한 지급률 

상품 측정 단위 작물 마케팅 
비율 
(%) 

지급률 
($/단위) 

보리 부셸 63 $0.54 

옥수수 부셸 40 $0.58 

목화, 고지대 파운드 46 $0.08 

수수 부셸 55 $0.56 

대두 부셸 54 $0.58 

해바라기 파운드 44 $0.02 

밀 
(모든 등급) 부셸 73 $0.54 

낙농 
낙농 (소 우유) 지원금은 아래 합계와 동일합니다: 

•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생산자의 총 실제 
우유 생산량에 헌드레드웨이트 당 $ 1.20의 지급률을 
곱한다; 그리고 

•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생산자의 예상 우유 생산량에 
헌드레드웨이트 당 $1.20의 지급률을 곱한다. FSA는 
2020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생산자의 일일 평균 
생산량에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농업체가 우유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일수를 곱하여 이 
생산량을 추정한다. 

 
CFAP 2를 신청하는 낙농업체는 신청 당시 우유를 생산하고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0년 
9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해체되거나 이미 해체된 낙농업체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농업체는 우유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일수에 대해 비례 배분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 트리거 축산물 
가격 트리거 된 축산물의 경우, 지원금은 고정된 가축수에 
기준하며, 그 액수는 아래 중 낮은 쪽: 
• 적격 가축의 가장 높은 최대 소유 재고. 2020년 4월 

16일부터 2020년 8월 30일까지 사이 적격 생산자가 선택한 
날 종축 제외; 또는  

• USDA가 설정한 가축의 최대 수. 

육계와 계란 
육계의 경우 지원금은 생산자의 2019년 육계 생산량의 75%에 
닭 (머리) 당 $ 1.01의 지불금을 곱한 금액입니다. 

 
계란에 대한 지원금은 생산자의 2019년 계란 생산량의 75%에 
CCC 지급률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가격 트리거 작물에 대한 지급률 

상품 측정 단위 지급률 ($/단위) 

껍질 계란 다스 0.05 

액체 계란 파운드 0.04 

말린 계란 파운드 0.14 

냉동 계란 파운드 0.05 

가격 트리거 축산에 대한 지급률 

상품 측정 단위 지급률 ($/단위) 

육우 머리 $55 

돼지와 새끼 돼지 머리 $23 

새끼 양과 
양 머리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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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자를 위한 CFAP 1 추가 지원금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은 축산업자들에게 추가적인 
CFAP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2020년 4월 16일부터 
2020년 5월 14일까지 재고 가축 수와 동일합니다. CFAP 1 신청이 
승인된 축산업자는 자동으로 이러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다음 지급률이 사용될 것입니다: 
 
 
 

 
 
 
 
 
 
 
 
 
 
 
정액 작물 
정액 작물의 경우, 지원금 작물의 보고되거나 결정된 2020년 식재 
에이커(금지된 그리고 실험 에이커 제외)에 대한 생산자의 몫에 
에이커 당 $1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판매 상품 
판매 상품의 경우, 농작물 보험 보상금, 비보험 작물 재해 지원 
프로그램, 산불 및 허리케인 보상 프로그램 및 2019 작물 
연도에 대한 지급금과 함께 생산자의 2019년 상품 판매와 
관련된 5가지 지급 등급을 기반으로 판매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지원금이 계산됩니다. 

 

예: 생산자의 2019년 적격 상품 판매는 총 $75,000이다. 지원금은 
($49,999 x 10.6%) + ($25,001 x 9.9%)로 계산되어 총 $7,775과 
동일하다. 

계약 생산자를 위한 지원금 계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27일까지 받은  
적격 수익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27일까지 받은 
적격 수익 

 
 

적격 수익 X 80%의 차액 

줄 작물 생산자들에 대한 추가 지원금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은 가격 트리거 및 정액 비율 
작물 생산자들에게 추가 CFAP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해당 작물의 적격 에이커에 적격 에이커 당 $20의 지급률을 곱한 
것과 동일합니다. FSA는 CFAP 2 신청서에 포함된 적격 에이커를 
기준으로 적격 생산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이미 
CFAP 2를 신청한 적격 생산자들은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새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0년 신규 생산자들 
2020년에 농사를 시작했고 2019년 생산 또는 판매가 없었던 육계, 
계란 및 판매 상품 생산자들은 위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산자들에 대한 지원금은 생산자가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생산자의 실제 2020 년 생산 또는 판매를 
기반으로 합니다. 

판매 상품에 대한 지급률 

2019 년 판매 범위 퍼센트 지불 인자 

최대 $49,999 10.6 

$ 50,000 ~ $ 99,999 9.9 

$100,000-$499,999 9.7 

$500,000-$999,999 9.0 

100만 달러 이상의 모든 매출 8.8 

 

적격 상품 지급률 

비육우: 600 파운드 미만 $7/머리 

비육우: 600 파운드 이상 $25.50/머리 

도축우: 비육우 $63.00/머리 

도축우: 성숙한 소 $14.75/머리 

기타 다른 소들 $17.25/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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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한도 
CFAP 2 지원금은 1 인당 그리고 법인체 당 $250,000의 지불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한도는 모든 적격 상품에 대한 CFAP 2 
지불 총액에 적용됩니다. 

 
다른 FSA 프로그램과 달리 특별 지원금 한도 규정은 법인, 유한 
책임 회사, 합자 회사(법인체), 신탁 및 유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인체들은 각각 최소 400 시간의 활동적인 개인 노동 
또는 활동적인 개인 관리를 기여하는 회원 수(회원 3명 이하)를 
기준으로 최대 $750,0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체의 경우: 
• 그러한 구성원이 한 명이면, 법인체의 지원금 한도는 

$250,000입니다. 
• 그러한 구성원이 두 명이면, 두 명 이상의 구성원이 법인체 
운영과 관련하여 400 시간 이상의 활동적인 개인 노동 또는 
활동적인 개인 관리 또는 둘 다 제공하는 경우 법인의 
지원금 한도는 $500,000입니다; 그리고 

• 그러한 구성원이 세 명이면, 최소 세 명의 구성원이 
법인체 운영과 관련하여 최소 400 시간의 활동적인 개인 
노동 또는 활동적인 개인 관리 또는 둘 다 기여하는 경우 
한도액은 $750,000입니다. 
 

CFAP 2 지원금 한도는 CFAP 1 지원금 한도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줄 작물 및 가축 생산자들에 대한 추가 지원금이 제공된 결과, 
법인, 유한 책임 회사, 합자 회사, 신탁 또는 유산 CFAP 
신청자는 최대 세 명의 구성원들을 초과하지 않는 최소한 400 
시간의 활동적인 개인 노동 관리를 기여하는 법인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250,000 지원금 한도를 인상할 수 있는 
선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법인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지역 FSA 직원에게 연락하여 이전에 제출된 CFAP 1 
또는 2 신청서를 수정해야합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 
지s역 USDA 서비스 센터의 FSA 직원은 생산자들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신청서는 우편, 팩스, 직접 배달 
또는 전송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전송하기 전에 
사무실로 전화하십시오. 

CFAP 2 신청서와 관련 양식들은 
farmers.gov/cfap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 
또한, CFAP 2 신청서를 기입하는 데 일대일 도움이 필요한 
생산자는 877-508-8364 콜센터로 연락하여 USDA 직원과 직접 
통화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이 요약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만 사용됩니다; 다른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CFAP 프로그램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farmers.gov/cfap을 방문하거나 지역 FSA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지역 FSA 사무소를 찾으려면 farmers.gov/service-
locator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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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USDA)는 동등한 기회 제공자, 고용주 및 대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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