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효율성 및 보존 분야 대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용도
EECLP(에너지 효율성 및 보존 분야 대출 프로그램)는 상업, 산업 및 주거 분야 소비자에게 에너지 효율성 및 보존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농촌 공공 시설 서비스 차입자를 비롯한 적격 공공 시설 사업자는 EECLP를 통해 재무부에서 정한 고정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지역 내에서 다양한 신규 에너지 서비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재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입자는 서비스 지역 고객이 
측정량 기준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측정하는 요금 기준 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한 다음, 고객이 납부하는 전기 요금으로 전기 공급 공공 시설에 대한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
농촌 지역 거주민에게 소매 전기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기업(공공 시설 시스템)은 EECLP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ECLP가 적용되는 농촌 지역은 거주 인구가 20,000명 이하인 마을이나 비법인 지구 또는 차입자에게 미불 대출금이 있는 차입자 서비스 지역 내의 
지구입니다. 거주 인구가 20,000명을 초과하도록 여러 적격 지역 사회를 서비스 지역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상 다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는 EECLP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대상 소매 전기 서비스

대출 기간
EECLP 하의 최대 대출 기간은 15년입니다. 단, 유효 수명이 
15년보다 긴 지열원 루프 투자나 기술(합자 방식)과 관련된 자금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적격 지역
관련 법률에 따라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이 이 프로그램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농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적격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GFR(총괄 현장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사용 방법
EECLP를 이용하는 차입자는 EE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할 수 
있습니다. RUS는 특정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 설계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대출 자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고객의 계량기에 표시되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또는 최대 
수요량 감소

• 전반적인 시스템 수요가 감소하도록 전기 부하 수정

• 더욱 효율적인 기존 전기 시설 사용 방식 촉진

• 에너지 효율성 관련 투자를 통해 농촌 지역 사회에서 신규 창업 

유도 및 일자리 창출 및/또는

• 수요 관리를 위한 재사용 가능 에너지 연료 사용 또는 서비스 
지역 내의 화석 연료 사용량 감소 장려

EECLP 하의 적격 투자 또는 활동
EECLP 대출금은 에너지 효율성 측정 이외에 다음과 같은 
용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 소비자 지역 내의 모든 에너지 효율성 측정

• 공공 시설 사용/미사용 재생 가능 에너지 시스템용 분산 발전

• 수요 관리 분야의 투자

• 에너지 감사

• 소비자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 소비자 계량기에 사용되는 역률  
개선 장비

• 더욱 에너지 효율적인 전기 사용을 위한 전구 교체

• RUS 주거용 및 상업용 에너지 감사에서 승인한 기타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 관련 투자

• 지역 사회 인식 개선 및 지원 프로그램

• 전기 공급 기관에 대한 도매 전기 공급 서비스 또는

• 전기 공급/발전 기관에 대한 송전 서비스

위에 나와 있는 각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고지된 요금(해당 기관과 관련 규제 기관이 조정 가능)에 따라  
자체 소유 또는 통제 자산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http://www.rd.usda.gov/files/Electric_GFR_List.pdf


연락처 정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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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에너지 효율성 및 보존 분야 대출 프로그램

신청 방법
• 대출 신청 과정을 시작하려면 GFR(총괄 현장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RUS에서는 연중 이러한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처
• 지역 담당 GFR에게 문의하십시오.
• RUS OLOA(대출 개시 및 승인 사무국)에 문의하십시오.

프로그램 관리 법률
• 1936년 농촌전력화법(7 U.S.C 901에서 개정됨)
• 연방 규정 코드 7 CFR 171 0 세목 H
• 최종 규칙

USDA 농촌 진흥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
미국 전역에서 농촌에 전기를 공급하는 대부분의 협동 공공 
시설에서는 전력 비용을 관리하고,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환경 규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일종의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및 재생 가능 전력 자원 사용을 장려하는 과정은 장기간에 
걸쳐 RUS 전기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EECLP는 소비자가 비용을 절약하고, 에너지 구매 또는 발전 
필요성과 전기 발전 과정의 배기 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 및 보존 프로젝트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농촌 
경제를 발전시기 위한 노력을 폭넓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합니다.

참고: 프로그램 세부 정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GFR에 지원을 
요청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거나, 위의 "프로그램 관리 법률" 
섹션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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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_GFR_List.pdf
http://www.rd.usda.gov/files/Electric_GFR_List.pdf
http://www.rd.usda.gov/files/UEP_OLOA.pdf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03/hr3773/text
http://www.ecfr.gov/cgi-bin/text-idx?SID=d1d017f9bbe6a54e9774ed23d84e29f9&node=pt7.11.1710&rgn=div5#sp7.11.1710.h
http://www.rd.usda.gov/files/UEP_EE_FinalRule.pdf
http://www.rd.usda.gov/files/Electric_GFR_List.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