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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재해 지원 
LFP - 가축 사료 재해 프로그램 

가축 사료 재해 프로그램(LFP)의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격 가축 소유주 및 가축 계약 사육자들 그리고 
• 방목 사료 작물 에이커리지 생산업자 (영구적인 식물 보호와 함께 
토종 및 개선된 목초지 

• 또는 방목을 위해 특별히 심은 작물)로서 카운티의 정상적인 
방목 기간 동안 적격한 가뭄으로 인해 방목된 사료 손실을 입은 
사육자. 

LFP는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적격 가축 소유주 또는 가축 계약 사육자들 
• 연방 기관이 관리하는 방목지에 방목된 사료 작물 에이커리지의 
생산자이기도 한 사람은 자격이 있는 가축 사육자가 적격 화재로 
인해 관리되는 방목지에서 정상적으로 허용된 가축을 방목하는 
것을 연방 기관에서 금지한 경우. 

 
적격 가뭄 및 적격 방목 손실 또는 화재로 인한 연방 토지 방목 금지 
통지는 방목 기간 및 작물 연도에 발생해야 합니다. 

 
LFP는 미국 농무부(USDA)의 농장 지원청(FSA)에서 관리합니다. 

 

가뭄 적격 카운티 

방목된 사료 작물 생산자로서 미국 가뭄 모니터(US Drought Monitor)가 
다음과 같이 평가한 카운티에 물리적으로 위치한 방목지 또는 목초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는 적격 가축 소유주 또는 계약 사육자: 
• 정상적인 방목 기간 동안 최소 연속 8주 동안 카운티의 모든 지역에서 

D2(심각한 가뭄)는 1개월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정상적인 방목 기간 중 언제라도 카운티의 모든 지역에서 
D3(극심한 가뭄)는 3개월 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일반 방목 기간 동안 언제든지 최소 4주 동안 카운티의 모든 지역에서 
D3(극심한 가뭄) 또는 D4(예외적 가뭄) 강도로 평가되는 일반 방목 
기간 중 4개월 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정상적인 방목 기간 동안 4주 동안 카운티에서 D4(예외적 가뭄) 
(연속 4주일 필요는 없음)는 5개월 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LFP 가뭄에 적격한 카운티의 지도는 
fsa.usda.gov/programs-and-
services/disaster-assistance-
program/livestock-forage/index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적격 가축 
적격 가축은 사료 풀 또는 콩과 식물의 
방목을 통해 영양의 순 에너지 요구량의 
대부분을 충족하는 방목 동물이며, 
알파카, 육우, 버팔로/들소, 비팔로, 젖소, 
사슴, 엘크, 에뮤, 말, 염소, 라마, 순록 
또는 양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동물들 내에서 적격한 방목지 
또는 목초지에서 방목했거나 방목했을 수 
있는 동물들이 포함됩니다: 

 
• 카운티의 특정 유형의 방목지 또는 
목초지에 대한 정상적인 방목 기간 
동안; 

• 관리되는 목장에서 평소에는 
허락되었지만 화재 때문에 가축 소유주 
또는 계약 재배자가 관리되고 있는 
목초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것을 
연방정부 기관이 금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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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가축은 반드시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적격한 가뭄 또는 화재 상태가 시작되기 전 60일 동안 
계약 재배자가 소유, 임대, 구매, 구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보유해야 한다; 

• 현재 생산 연도 또는 현재 생산 연도 직전의 두 생산 연도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에 적격한 가뭄 조건으로 인해 
팔렸거나 달리 처분된 경우; 

• 적격한 가뭄 또는 화재 조건의 시작 날짜에 농장 
운영의 일부로 상업적 사용을 위해 유지되었다; 

• 농장 운영의 일부로 상업적 용도 이외의 이유로 생산 
및 유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제외된 용도에는 
자유로이 돌아다니는 야생 동물 또는 오락, 사냥, 
애완동물, 밧줄 타기와 같은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그리고 

• 가축 소유주 또는 계약 사육자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의 일부로 적격한 가뭄 또는 화재가 시작된 
날짜에 사육지에 있었거나 있었을 가축이 아니어야 
한다. 

적격 생산자 
LFP 자격이 되려면, 개인 또는 법인이 미국 시민, 거주 
외국인, 미국 시민의 파트너십, 주법에 따라 조직된 법인 
또는 인디언 자가 결정 및 교육 지원법에 정의된 인디언 
부족 또는 부족 조직으로서 아래에 해당: 
• 적격한 가뭄 또는 화재가 시작되기 전 60일 동안 해당 
가축을 소유, 현금 또는 공유 임대하거나 계약 
사육자여야 한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적격 가뭄 또는 화재 날짜를 
기준으로 현금 임대 목초지 또는 방목지를 포함하여 
해당 가축을 위한 목초지 또는 방목지를 제공: 

• 카운티의 정상적인 방목 기간 동안 적격한 
가뭄의 영향을 받은 카운티에 물리적으로 위치; 
또는 

• 적격한 가축 생산자가 적격한 화재로 인해 
정상적으로 허용된 가축을 방목하는 것이 
연방 기관에 의해 금지된 연방 기관이 
관리하는 방목지. 
 

• 적격한 가뭄이나 화재로 인해 방목 손실을 
입었음을 증명; 그리고 

• 방목 손실이 청구되는 모든 방목지에 대한 면적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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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FSA는 적격한 가뭄으로 인한 방목 손실에 대해 적격 가축 
생산자에 대한 LFP 지급을 LFP 월별 지급 비율의 1, 3, 4 
또는 5배와 동일한 지원 계수로 계산합니다. 가뭄에 대한 
LFP 월별 지원 비율은 월별 사료 비용 중 작은 금액의 
60%와 동일합니다: 
• 적격 가축 생산자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모든 대상 
가축; 또는 

• 적격 가축 생산자의 적격 방목지의 정상적인 환경 
용량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방목 손실에 대해 적격 가축 소유자 또는 계약 재배자에게 
지급되는 총 LFP 지원금은 동일한 종류, 유형 및 체중 범위의 
가축에 대해 5개월 지원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현재 생산 연도의 직전 이전 생산 연도 중 하나 또는 둘 다에 
가뭄 상태로 인해 가축을 팔았거나 처분한 적격 가축 소유주 
또는 계약 사육자의 경우 지원금은 월 지원금의 80%입니다. 

 
FSA는 생산자가 정상적으로 허용된 가축을 방목하는 것이 
금지된 연방 관리 방목지에서 적격한 화재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해 적격 가축 소유자 또는 계약 재배자에 대한 
LFP 지원금을 계산할 것입니다. 
 지원금은 허용된 가축이 적격한 방목지를 방목하는 것이 
금지된 첫날에 시작하여 적격한 가축 생산자의 연방 임대 
마지막 날 또는 180일 기간이 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종료됩니다. 지원금 비율은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격 화재로 인해 소유주 또는 계약 사육자가 
관리되는 방목장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것이 금지된 일수에 
대한 월별 사료 비용의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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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한도 
농업 개선법(2018년 농업법)은 LFP(다른 프로그램과 
무관)에 대한 1인당 최대 연간 및 법인 지원금 한도를 
$125,000로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2019년 및 후속 프로그램 연도 동안 합작 투자 
또는 합명 회사를 제외한 개인이나 법인은 LFP에 따라 총 
$125,000 이상의 금액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특정 수준의 AGI가 있는 합작 투자 및 일반 파트너십을 
제외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지급 한도와 관련된 평균 
조정 총 소득(AGI) 한도가 적용됩니다.  특히, $900,000를 
초과하는 AGI(7 CFR Part 1400에 정의됨)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LFP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직접 귀속 조항이 LFP에 적용됩니다. 직접 귀속 조항에서, 
법인에 대한 모든 지급은 지급 제한 목적으로 법인 또는 
하위 법인과 이해 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지원금으로 간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fsa.usda.gov/payment-limitations에서 지급 자격 및 지원금 
한도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등록 

방목된 사료 작물 면적의 생산자이기도 한 적격 가축 
사육자는 방목 손실이 발생한 역년 말 후 30일 이내에 FSA 
사무소에 지원금 신청서와 필수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사육자는 사육자 계약서 사본과 계약 사육자 적격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증빙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는 손실의 증거와 방목지 또는 목초지가 소유 
또는 임대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방목 손실이 화재로 인해 연방 기관에서 금지된 적격 가축 
사육자가 화재로 인해 관리되는 방목장의 정상적인 허용 
가축을 방목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FSA는 신청자가 제공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혜택에 대한 적격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데이터 제공은 
자발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필수 데이터가 없으면 프로그램 
혜택이 승인 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이 요약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기타 
자격 요건 또는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FSA 재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으려면 farmers.gov 
를 방문하거나 지역 FSA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지역 FSA 
사무소를 찾으려면 farmers.gov/ service-center-locator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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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지원금 

 
 

종류 

 
 
유형 

 
 
체중 범위 

두 당 지원금 

 
2018 

 
2019 

 
2020년 

 
2021 

육우 성우 황소, 암소 $28.07 $29.34 $31.89 $31.18 

비성우 500 파운드 이상 $21.05 $22.01 $23.92 $23.38 

500 파운드 미만  $14.67 $15.94 $15.59 

낙농 성우 황소, 암소 $72.98 $76.29 $82.91 $81.07 

비성우 500 파운드 이상 $21.05 $22.01 $23.92 $23.38 

500 파운드 미만  $14.67 $15.94 $15.59 

비팔로 성우 황소, 암소 $28.07 $29.34 $31.89 $31.18 

비성우 500 파운드 이상 $21.05 $22.01 $23.92 $23.38 

500 파운드 미만  $14.67 $15.94 $15.59 

버팔로/들소 성우 황소, 암소 $28.07 $29.34 $31.89 $31.18 

비성우 500 파운드 이상 $21.05 $22.01 $23.92 $23.38 

500 파운드 미만  $14.67 $15.94 $15.59 

양 모두  $7.02 $7.34 $7.97 $7.79 

염소 모두  $7.02 $7.34 $7.97 $7.79 

사슴 모두  $7.02 $7.34 $7.97 $7.79 

말 모두  $20.77 $21.71 $23.60 $23.07 

엘크 모두   $15.85 $17.22 $16.84 

400 파운드 미만 $6.18    

400~799 파운드 $11.51    

800 파운드 이상 $15.16    

순록 모두  $6.18 $6.46 $7.02 $6.87 

알파카 모두  $23.12 $24.17 $26.27 $25.68 

에뮤스 모두  $14.37 $15.02 $16.32 $15.96 

라마 모두  $10.25 $10.71 $11.64 $11.38 

알림: 방목 동물은 영양 및 생리학적 관점에서 풀을 뜯고 있는지 또는 방목지 또는 목초지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성장하는 사료 풀과 콩류의 소비를 통해 순 에너지 요구량의 50% 이상을 충족하는 가축 종으로 정의됩니다. 젖을 떼지 않은 
가축은 방목 동물로 간주되지 않으며 LFP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격 가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LFP 월별 지원금은 위 표의 두 당 월별 사료비 또는 적격 목초지 또는 목초지의 정상적인 
환경 용량을 기반으로 한 월별 사료비 중 적은 금액의 60%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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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USDA)는 동등한 기회 제공자, 고용주 및 대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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