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처 정보 추가

이 프로그램의 용도
이 프로그램은 실업률이 매우 높고 경제 불황 상태가 심각한 농촌 지역 사회의 필수적인 지역 사회 시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필수 지역 사회 시설은 주로 농촌의 지역 사회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사설, 상업용 또는 
업무용 사업 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

참고: 인용구 및 기타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위의 "프로그램 관리 법률" 
섹션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관련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지역 사무국에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양식, 리소스 및 프로그램 정보는 www.rd.usda.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DA는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제공업체, 고용주이자 대출 기관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15년 12월

자금 사용 방법
의료, 공공 안전 및 공공 서비스를 위한 지역 사회 시설을 건축, 확장 
또는 개보수하는 데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시설 직접 
대출 또는 보증 대출, 신청자의 충당 또는 다른 출처의 자금 등 기타 
재정 지원을 통해 마련한 자금과 보조금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지역 사회 시설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 병원, 의료 기관, 치과, 요양원, 노인주거복지 시설

• 공공 시설: 시청/마을 회관, 법원, 공항 격납고, 도로 개보수

• 지역 사회 지원 서비스: 보육 시설, 복지관, 박람회장, 임시 거주지

• 공공 안전: 소방서, 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경찰차, 소방차, 공공 
사업 차량/장비

• 교육: 박물관, 도서관, 사립 학교

• 공공 시설: 원격 의료, 장거리 교육

• 지역 식료품 시스템: 지역 사회 광장, 식료품 저장실, 지역 사회 
조리실, 푸드 뱅크, 푸드 허브, 온실, 주방 기구

• 전체 목록은 CFR(연방 규정 코드)  3S70.7을 참조하십시오.

• 공공 기관 • 비영리 기관 • 연방에서 인정하는 부족

신청 방법
• 지역 사무국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 지역 사무국에서 연중 이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양식, 지침, 증명서 등의 프로그램 리소스는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처
지역 사무국에 문의하십시오.

프로그램 관리 법률
연방 규정 코드 7 CFR 3015 및 7 USD 1926 (a) (20) (B)

경제적 영향 이니셔티브 보조금

http://www.rd.usda.gov/contact-us/state-offices
http://www.rd.usda.gov/programs-services/delta-health-care-services-gra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