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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경제 및 지역 사회 개발

최종 업데이트: 2016년 5월

목적
복수 관할권 이해관계자 모두의 협동 관계를 잘 반영하는 지역 사회 및 경제 성장 전략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척시키고 농촌 지역 
고유의 장점을 이용해 자본화합니다. 이 조항을 통해 USDA 농촌 진흥청은 농촌 지역 사회와의 연계하에 연방, 주, 지역 또는 민간 자금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복수 관할권 도전 과제와 필요성에 맞춰 자원을 조정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목표
각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농촌 진흥청 기관 및 프로그램 간에 협력 관계를 증진시킴으로써 USDA 자원이 더 많은 부의 축적과 삶의 질 개선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
SECD 적합 프로젝트 요건:

• 근본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농촌 지역에서만 수행되어야 함.

• 복수 관할권의 전략적 경제 지역 사회 개발 계획을 지원해야 함.

신청 절차
복수 관할권의 전략적 경제 및 지역 사회 개발 계획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존 농촌 진흥청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지원한 신청자는 
SECD를 통해 우선권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젝트가 복수 관할권 계획을 어느 정도로 잘 지원하는가?

2. 협력, 지역적 특징, 기타 연방/자선 기관의 투자에 대해 계획이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 관심이 있는 참여자는 절차 초기에 정부 
주 직원에게 계획에 대한 검토/피드백을 받아서 정식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농촌 진흥청 프로그램 참여 
다음 프로그램의 신청자는 SECD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사회 시설 직접 대출 및 보조금 

• 지역 사회 시설 대출 보증

• 식수 및 폐기물 처리 대출 보증

• 식수/폐기물 대출 및 보조금

• 사업 및 산업 대출 보증(B&I) 

• 농촌 사업 개발 보조금(RBDG) 

잠정 규정(6025 시행)

자세한 내용 문의
지역 USDA 농촌 진흥청 사무국에 문의하거나 국가 사무국에 
이메일(RDCED@wdc.USDA.gov)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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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제공업체, 고용주이자  대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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