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 인프라 관련 대출 및 대출 보증

미국 농촌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
통신 대출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의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출 형태로 투자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농촌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합니다.

USDA(미국 농무부) 통신 대출 프로그램은 USDA 농촌 진흥청의 공공 시설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 
기회를 늘리기 위해 안정적인 전국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관련 자금을 지원합니다. 미국의 농촌 지역에서 도시와 동일한 첨단 통신망
(특히 장거리 학습, 업무 및 의료가 가능한 광대역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교육 기회, 의료, 안전, 보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취업률도 증가합니다. USDA는 농촌 지역에서도 기타 미국 전역에 제공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첨단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하며 살기 좋은 거주지와 직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지역 가입자에게 개선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수십억 달러가 투자되었습니다.

자격 요건
농촌 지역의 공공 시설, 지방 자치 단체, 영리 회사, 유한 책임 회사, 공익 사업 지구, 인디언 부족, 협동 조합/비영리/유한 배당/공제 연합 등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이 제공됩니다.

자금 사용 방법
농촌 지역 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작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데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건축

• 개보수

• 확장

• 취득(일부 제한 적용 - 취득 비용은 대출금 중 개보수 비용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비용이어야 함)

• 차환(일부 제한 적용 - 차환 금액은 대출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제공되는 대출의 종류
• 현재 미국 재무부 금리가 적용되는 금리 대출(각 대출 시기의 

대출 만기에 따라 달라짐)

• FFB(연방 금융 은행)의 보증 대출. 이자율(재무부 금리+ 
1/8%)은 각 대출 시 선택한 중간 만기 금리 및 콜 옵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간 만기는 최단 90일부터이며 자동 연장됩니다.

• 5% 고정 금리의 경제적 곤란 대출. 현재 금리는 온라인 웹 
사이트 http://www.federalreserve.gov/releases/h15/
Current/에 게시되어 있습니다(아래쪽의 "재무부 고정 금리"로 
스크롤). FFB 금리를 확인하려면 재무부 고정 금리 값에  
0.125%를 더하면 됩니다.

http://www.federalreserve.gov/releases/h15/Current/
http://www.federalreserve.gov/releases/h15/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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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 문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신청서를 받으려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rd.usda.gov/ 
programs-services/telecommunications-infrastructure-
loans-loan-guaran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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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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