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처 정보 추가

적격 프로젝트
보조금 제공 대상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 감사
•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 지원
• 재생 가능 에너지 부지 평가
농촌 지역의 소규모 기업 소재지가 적격 농촌 지역이어야 합니다. 
농산물 생산업체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금 사용 방법
보조금은 다음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급여
• 에너지 감사 또는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출장비

• 사무실 소모품(예: 용지, 펜, 파일 폴더)
• 다음을 비롯하여 여러 항목을 포함하는 관리비(보조금의 최대 

5%) 

° 공과금

° 사무실 임대료

° 사무실 및 기타 프로젝트 관련 장비 운영비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 관련 활동 비용
• 장비 구매 비용 또는 임대료

• 미국 정부에 대한 연체료 또는 채무 상환
• 이해 관계가 상충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 신청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결제
• 정치/로비 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 금액
지원을 받으려는 신청자는 개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가능 횟수는 회계 연도당 에너지 감사 1회와 REDA 요청 1회로 
제한됩니다. 지정된 회계 연도에서 지급되는 에너지 감사 및 READ 
보조금의 최대 누적액은 10만 달러입니다.

신청 방법
• 지역 사무국에서 연중 이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필요한 양식, 지침, 증명서 등의 프로그램 리소스는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처
주 농촌 진흥청 에너지 조정관에게 문의하십시오. 

프로그램 관리 법률
• 기본 프로그램 – 7 CFR 4280 세목 B
• 프로그램 승인 법률(2014년 농업법 9항(2014년 농업법)

이 프로그램의 용도
적격 농산물 생산업체 및 농촌 지역의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감사 및 REDA(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지원)를 위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 부문의 재생 가능 에너지 공급량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임으로써 미국의 에너지 자립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분야에 투자를 함으로써 소규모 기업과 농산물 생산업체의 에너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
• 주, 부족 또는 지방 정부 기관
• 무상으로 토지를 불하받은 단과 대학/대학 또는 기타 고등  
교육 기관

• 농촌 지역 전기 협동 조합
• 관공서 RC&D(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

REAP(Rural Energy for America 프로그램) 
 에너지 감사 및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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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rd.usda.gov/contact-us/state-offices
http://www.rd.usda.gov/files/fact-sheet/RD_FactSheet_RBS_REAP_EA.pdf
http://www.rd.usda.gov/files/RBS_StateEnergyCoordinators.pdf
http://www.ecfr.gov/cgi-bin/text-idx?SID=014ef55fe5d290dcae989084e7ecb902&node=pt7.15.4280&rgn=div5#sp7.15.4280.b
http://www.gpo.gov/fdsys/pkg/BILLS-113hr2642enr/pdf/BILLS-113hr2642enr.pdf
http://www.rd.usda.gov/contact-us/state-offices
http://www.rd.usda.gov/programs-services/delta-health-care-services-gra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