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처 정보 추가

 장거리 교육 및 원격 의료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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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

이 프로그램의 용도 
DLT(장거리 교육 및 원격 의료) 프로그램은 농촌 거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기타 수단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다른 교사, 의료 전문가, 기타 필요한 전문가와 연결하기 위한 기술을 농촌 지역 사회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 
적격 신청자로는 다음을 비롯하여 통신 방식으로 교육 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관이 포함됩니다. 

• 대부분의 주 및 지방 정부 단체 
• 연방에서 인정하는 부족 

• 비영리 기관 
• 영리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모든 DLT 신청자용 게시판을 참조하십시오. 

적격 지역 
제안 서비스 지역의 적격 여부는 총괄 현장 담당자에게 
확인하십시오. 

자금 사용 방법 
보조금은 다음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적격 자본 자산 취득 

° 오디오, 비디오 및 대화형 비디오 장비 

° 단말기 및 데이터 단말기 장비 

° 컴퓨터 하드웨어, 네트워크 구성 요소 및 소프트웨어 

° DLT 서비스를 확장하는 내부 배선 및 유사 인프라 
• 명령 프로그래밍 도구(자본 자산) 취득 
• 적격 장비 사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침 확보 

제공되는 자금의 종류 
100% 보조금 자금만 제공 가능하며, 전국 신청자의 경쟁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현재 DLT 대출 또는 대출+보조금 
형식으로는 자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보조금 지급 조건 
• 5만 달러~50만 달러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가 최소 15%를 충당해야 하며, 이 금액은 기타 연방 

출처의 자금이 아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전국 사무소에서 보조금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보통 60일입니다. 
• 양식, 지침, 증명서 등의 프로그램 리소스는 온라인 

(www.rd.usda.gov)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처 
해당 지역의 총괄 현장 담당자에게 (202) 720-0800으로 
문의하거나 dltinfo@wdc.usda.gov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관리 법률 
• 연방 규정 코드: 7 CFR 1703 D-G부 

USDA 농촌 진흥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 
DLT 프로그램은 농촌 거주자들이 경제 및 지역 사회 개발의 두 가지 
핵심 요소인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최신 통신 및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적격 단체의 컨소시엄 

http://www.rd.usda.gov/contact-us/state-offices
http://www.rd.usda.gov/programs-services/delta-health-care-services-grants
http://www.rd.usda.gov/files/UTP_DLTApplicantBulletinCloudServices.pdf
http://www.rd.usda.gov/files/UTP_TelecomGFRs.pdf
http://www.rd.usda.gov
http://www.rd.usda.gov/files/UTP_TelecomGFRs.pdf
mailto:dltinfo%40wdc.usda.gov?subject=
http://www.ecfr.gov/cgi-bin/text-idx?SID=4b28e8e0e8237d3c5b0f4bdfbdbb2b6e&node=pt7.11.1703&rgn=div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