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법 광대역 대출 및 대출 보증

이 프로그램의 용도
농촌 광대역 접근 대출 및 대출 보증 프로그램(광대역 프로그램)은 적격 농촌 지역에서 광대역 대출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 건설, 개보수 또는 취득 비용 충당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대출 및 대출 보증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

적격 지역
제안된 자금 지원 서비스 지역이 신청 지침에 따라 완전히 농촌 지역 
내에 있거나 여러 농촌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안된 자금 지원 서비스 지역의 가구 중 15% 이상이 혜택 미적용 
가구여야 합니다.

• 제안된 자금 지원 서비스 지역에 운영 중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3개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제안된 자금 지원 서비스 지역의 일부분이 현재 RUS 차입자의 
서비스 지역 또는 RUS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수혜자의 서비스 
지역과 겹쳐서는 안 됩니다.

광대역 매핑 도구에서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프로그램에서 농촌 
지역으로 간주되는 지역 및 기존 RUS 차입자와 수혜자의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DA 농촌 공공 시설 서비스에서 이전에 광대역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을 제공했던 지역 사회는 적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격 
요건 맵은 https://broadbandsearch.sc.egov.usda.gov/bsa/
servlet/mainAction.do?pageAction=Hom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용 방법
광대역 대출 및 대출 보증에서는 기술과는 관계없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합니다.

• 광대역 대출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설 건설/
개보수/취득(동일 시설을 통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설 포함)

• 광대역 대출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임대 
비용(해당 임대가 GAAP(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하에서 
적격 자본 임대로 인정되는 경우)

• 인수(특정 상황에만 해당/제한 사항 있음)

• 7 CFR 1738에 나와 있는 추가 정보에 따른 용도

제공되는 자금의 종류
• 직접 대출: 금리 대출

광대역 대출을 받으려는 신청자는 다음 형태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또는 영리 조직이어야 합니다.

• 법인

• LLC(유한 책임 회사)
• 협동 조합 또는 공제 기관

•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 인디언 부족 또는 부족 조직

개인 및 동업 회사는 적격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이 지난 24개월 이내에 중범죄로 기소되었거나 해당 법인을 
대표하는 담당자 또는 대리인이 중범죄로 기소된 경우 적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가된 연방 채무 조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모든 사법 및 
행정적 구제 방안을 사용했거나 해당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채무 조세 
징수 담당 기관과의 합의 하에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은 
농업, 농촌 개발 식량 및 약품 관리 및 관련 기관 세출예산법(2012, P.L. 
112-55번)에 따라 산출된 자금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http://www.rd.usda.gov/files/UTP_FarmBillBroadbandLoanApplicationGuide.pdf
https://broadbandsearch.sc.egov.usda.gov/bsa/servlet/mainAction.do?pageAction=Home
https://broadbandsearch.sc.egov.usda.gov/bsa/servlet/mainAction.do?pageAction=Home
https://broadbandsearch.sc.egov.usda.gov/bsa/servlet/mainAction.do?pageAction=Home
https://broadbandsearch.sc.egov.usda.gov/bsa/servlet/mainAction.do?pageAction=Home
http://www.ecfr.gov/cgi-bin/text-idx?c=ecfr;sid=b895752c16da8b01975fefc818e95a6e;tpl=/ecfrbrowse/Title07/7cfr1738_main_02.t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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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법 광대역 대출 및 대출 보증

대출 조건
• 일반적으로 대출 기간은 자금을 지원하는 자산의 경제적인 예상 

종합 내용 년수에 3년을 더한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신청서를 받으려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 /www.rd.usda.gov /programs-services/farm-bi 
11-broadband-loans-loan-quarantees

또는 지역/주 USDA 농촌 진흥청 사무국에 서신으로 신청을 하거나 
(전화번호부에서 미국 정부 아래 미국 농무부 검색) 다음 주소의 
전국 사무국에 문의하십시오.

USDA 농촌 진흥청 통신 담당자 미국 농무부

1400 Independence Ave., 
S.W., Room 5151 Mail STOP 1590 
Washington, D.C. 20250-1590 
전화: (202) 720-9556 
팩스: (202) 720-0810

프로그램 관련  
문의처
• 대출 개시 및 승인부 (202) 720-0800으로 문의하십시오.

• 지역 담당 총괄 현장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USDA 농촌 진흥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
통신 프로그램은 상업 자본을 활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 통신 
인프라를 구축, 유지 관리, 개보수할 수 있도록 대출 및 대출 보증 
형태로 투자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농촌 지역 가정과 기업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개선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으면 전국 통신망을 원활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으며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 국민에게 교육, 의료, 공공 안전 및 
구직을 위한 광대역 접근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농촌 
지역 거주자가 웹 기반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하려면 최신 광대역 
서비스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농촌 지역 사회도 전 세계 
경제 상황에 맞춰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거주민과 지역 기업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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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s-services/farm-bill-broadband-loans-loan-guarantees
http://www.rd.usda.gov/programs-services/farm-bill-broadband-loans-loan-guarantees
http://www.ecfr.gov/cgi-bin/text-idx?SID=f08c5b8d2d063d190e6d7d90366a248e&node=se7.12.1779_12&rgn=div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