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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지원 
가축 배상 프로그램 

 
개요 
2018년 농업 개선법(2018년 농업법)은 적격한 악천후, 늑대와 조류 
포식자를 포함하여 연방 정부에 의해 야생으로 재도입되거나 연방법에 
의해 보호되는 동물에 의한 질병 및 공격 포함한 적격한 손실 조건으로 
인한 정상 사망률을 초과하는 가축 사망에 대해 적격 가축 소유자 또는 
계약 사육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가축 배상 프로그램(LIP)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LIP는 적격 손실 조건으로 인한 부상으로 인해 
가축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야 하는 적격 가축 소유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LIP는 미국 농무부(USDA)의 농장 지원청(FSA)에서 관리합니다. 적격 
손실 조건의 발생 자체는 적격 가축 손실에 대한 적격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축 소유주 또는 계약 사육자는 적격한 손실 원인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손실 또는 사망을 초래했다는 FSA이 인정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유주에 대한 LIP 지원금은 USDA의 농무부 장관이 결정한 해당 
가축의 시장 가치의 75%인 국가 지급율에 기반합니다. 가금류 또는 
돼지의 계약 사육자의 요율은 소유주의 요율을 초과하지 않지만 해당 
가축에 대한 전국 평균 투입 비용의 75%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8년 농업법은 2019년에 발효되는 LIP와 관련된 특정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이러한 수정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극한의 추위로 인한 가축 사망 손실은 예방 접종 프로토콜 또는 
예방 접종 부족과 관계없이 적격 손실로 간주된다; 그리고 

• 매개체에 의해 유발되거나 전염되고 백신 접종 또는 허용 가능한 관리 
관행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한 가축 사망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이러한 질병은 이전에 ELAP에서 보장되었다. 

 
적격 가축 소유주들 
LIP 자격을 얻으려면: 

• 가축 소유주는 가축이 사망 또는 적격한 손실 조건으로 부상당하는 
날 합법적으로 가축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소유주의 가축은 반드시: 

• 적격한 손실 조건의 직접적인 
결과로 정상 사망율을 초과하여 
사망했거나, 

• 또는 적격 손실 조건의 직접적인 
결과로 부상을 입었고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 

적격 가축은 반드시: 

• 사망한 날 농업 활동의 일환으로 상업적 
용도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 농업 운영의 일부로 상업적 용도 이외의 
이유로 생산되거나 유지되지 않았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야생 동물, 애완 동물 
또는 사냥, 밧줄 타기 또는 쇼와 같은 놀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들은 제외된다. 

 
 
 
 
 
 
 
 
 
 
 
 
 

요약자료 - 2021년 4월 



가축 배상 프로그램 2 

 

 
다음 유형의 가축이 LIP에 적격할 수 있습니다: 

 

가축 가금류 돼지 기타 
성우 쇠고기 황소 

성우 쇠고기 암소 

성우 버팔로/들소 황소 

성우 비팔로 황소 

성체인 비팔로 

성우 버팔로/들소 암소 
성우 낙농 황소 

성우 낙농 암소 비성우 쇠고기 
가축 

비성우 버팔로/들소 
비성우 비팔로 

비성우 낙농 가축 

닭, 육계, 영계(일반 크기) (4.26~6.25 
파운드) 

닭, 병아리 닭, 산란 닭 

닭, 영계/코니쉬 암탉(소형) (4.26 
파운드 미만) 

로스터(6.26~7.75 파운드) 

슈퍼 로스터 (7.76 파운드 

이상) 

오리, 오리 새끼, 

오리 거위, 새끼 

거위, 거위 

칠면조, 가금류 

칠면조, 탐, 프라이어, 로스터 

젖먹이 돼지(50 파운드 
미만) 

돼지, 경량의 거세된 돼지, 
어린 암퇘지(50~150 
파운드) 

돼지, 암퇘지, 멧돼지, 

거세된 돼지, 어린 
암퇘지(151~450 파운드) 

돼지, 암퇘지, 멧돼지(450 
파운드 이상) 

알파카 

사슴 

엘크 

에뮤스 

말 

염소, 숫 염소, 유모 염소, 도축 

염소/어린 라마 

타조 순록 

카리부 양, 

숫양, 암양, 

어린양 

 

적격 가축 계약 사육자(가금류 및 
돼지) 
가금류와 돼지는 계약 사육자가 LIP에서 자격이 되는 
유일한 가축 종류입니다. 
LIP 자격을 얻으려면, 손실에 대한 다른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가금류 또는 돼지 계약 서육자는 
다음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적격 가축의 소유 및 통제; 그리고 
• 가축 생산과 관련된 당사자의 특정 조건 및 의무를 
설정하는 적격 가축 소유자주의 서면 계약. 

계약 사육자는 적격 손실 조건으로 인해 낮은 가격으로 
팔린 부상당한 가축에 대해 LIP에 따른 손실 배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적격 손실 조건 
적격 손실 조건에는 혜택이 요청된 역년에 발생하는 다음 
중 하나가 포함됩니다: 
• 적격 악천후 사건; 
• 적격 질병; 그리고 
• 적격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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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악천후는 발생한 손실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극단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피해 날씨로서 
적격 가축 손실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기상 현상을 
의미합니다. 적격 악천후는 혜택이 요청된 역년에 
발생해야 합니다. 적격한 악천후 사건에는 FSA 농장 
프로그램 부국장 또는 피지명인이 결정한 지진; 우박; 번개; 
폭풍; 열대성 폭풍우; 태풍; 화산 폭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보그(vog); 겨울 폭풍, 겨울 폭풍이 연속 3일 동안 
지속되는 강풍, 결빙 비 또는 진눈깨비, 폭설 및 극도로 
추운 기온을 동반하는 경우; 허리케인; 홍수; 눈보라; 산불; 
극한 열기; 극한의 추위; 그리고 직선 바람. 
 
 가뭄은 탄저병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격한 악천후 
사건이 아니며, 가뭄으로 인해 발생하여 적격 가축이 
사망하는 상태입니다. 
적격 질병은 적격한 악천후로 악화되어 적격 가축 손실을 
직접 초래하는 질병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탄저병, 
남조류(2015역년부터 시작) 및 라크스퍼 
중독(2015년부터 시작)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적격 질병은 매개체에 의해 발생 또는 전염되는 
질병을 의미하며, 예방 접종 또는 허용 가능한 관리 관행이 
구현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 사망률을 
초과하는 적격 가축의 죽음을 직접 초래하며, Blue Tongue, 
EHD 및 CVV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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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공격은 늑대와 조류 포식자를 포함하여 연방 정부에 
의해 야생으로 재도입되거나 연방법에 의해 보호되는 
동물에 의한 공격으로, 정상적인 사망률을 초과하여 손상된 
가축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적격한 가축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공격을 의미합니다. 

 
지원금 
가축 사망 손실 
정상 사망률을 조정한 가축 사망 손실에 대한 LIP 지원금은 
해당 가축 범주에 대한 국가 지불 비율에 해당 범주의 적격 
가축 수를 곱한 생산자 지분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현재 
국가 지원금은 이 요약정보의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적격 가축 소유주에 대한 LIP 국가 지원금은 표 1에 
제공된 대로 가축의 평균 공정 시장 가치의 75%를 
기준으로 합니다. 

 
적격 가축 계약 사육자에 대한 LIP 국가 지원금은 표 2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가축에 대해 계약 사육자가 받는 
평균 소득 손실의 75%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 사육자의 LIP 지원금은 계약에 따른 가축의 죽음으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해 소유주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 
금액만큼 감소됩니다. 
 
부상당한 가축 
적격 가축 소유자의 경우 적격 악천후 또는 적격 공격으로 
인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 부상당한 가축에 대한 LIP 
지원금은 해당 가축 범주에 대한 국가 지급 비율에서 가축 
소유주가 해당 가축에 대해 받은 금액을 곱한 다음 그 범주의 
적격 가축 에 대하여 가축 소유주가 받은 금액을 뺀 다음 
가축 소유주의 몫을 곱한 금액입니다. 
 부상당한 적격 가축이 해당 가축 범주에 대한 국가 지급 
비율 이상에 팔렸다면 지원금은 없습니다. 

 
지급 한도 및 조정 총소득(AGI) 
2017년 및 후속 프로그램 연도에는 개인 또는 법인당 
프로그램 연도 지급 한도가 없습니다. 
평균 조정 총 소득을 평가할 때 개인 또는 법인의 평균 
AGI가 $900,000를 초과하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은 LIP에 
따른 지급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직접 귀속 조항이 LIP에 적용됩니다. 직접 귀속 하에서, 
AGI 조항은 지불을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하위 법인과 이해 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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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방문하십시오. 
www.fsa.usda.gov/limits. 

LIP 신청 
소유주 또는 계약 사육자는 LIP 혜택을 받기 위해 지역 FSA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한 손실 원인으로 인해 가축 손실을 입은 소유주 또는 계약 
사육자는 손실 통지서와 지불 신청서를 가축 손실이 발생한 
물리적 위치 카운티를 관할하는 지역 FSA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카운티의 적격 가축 목록에 대한 소유주 또는 계약 
사육자의 모든 우려 사항은 적격성을 결정할 때 고려되고 
요약되어야 합니다. 

 
소유주 또는 계약 사육자는 가축 손실이 처음으로 
명백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손실 통지를 제출해야 
하며 적격 손실 조건이 발생한 역년이 끝난 후 60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 LIP 손실의 경우, 가축 소유주와 계약 사육자는 
손실이 발생한 물리적 위치 카운티에서 2021년 LIP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손실 통지 및 지불 신청 마감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축사망 또는 
부상일 

손실 통지 제출 
마감일 

지원금 신청서 
제출 마감일 

2019년 및 모든 
후속 연도들 

손실이 
참가자에게 
처음으로 
명백해진 
날로부터 
30일까지. 

적격 손실 조건이 
발생한 역년 후 
60일 

 
적격 손실 조건으로 인해 부상당한 가축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적격 가축 소유자의 신청서는 이 요약정보에 명시된 
대로 처리되고 조치될 것입니다. 

 
가금류 또는 돼지의 계약 사육자는 사육자 계약의 사본과 
자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주에 대한 요구 사항과 유사하게 지원 
문서에는 손실 증거, 재고 목록에 있는 가축의 현재 물리적 
위치 및 사망 당시 가축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http://www.fsa.usda.gov/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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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손실 문서 
가축 소유주와 계약 사육자는 모든 가축의 모든 관련 
정보(수와 종류 포함)와 적격 손실 조건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사망 또는 부상을 초래하고 부상당한 가축을 
낮은 가격에 팔게 된 상황을 기록해야 합니다. 

 
적격한 악천후 또는 적격한 공격으로 인해 가축이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부상당한 가축을 낮은 가격에 판매한 
소유주는 가축을 낮은 가격에 팔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상당한 가축은 반드시 독립된 
제삼자(예: 판매 헛간, 도축 시설 또는 렌더링 시설)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 가축의 입증 가능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가축 경매, 판매 헛간 또는 
• 기타 유사한 가축 판매 시설 
• 렌더링 시설 영수증 
• 가공 공장 영수증 

부상당한 가축 판매에 대한 문서에는 판매된 가축의 종류, 
유형 및 무게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판매된 가격이 
젹혀있어야 합니다. 

 
FSA는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를 사용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자발적이지만 모든 필수 정보가 없으면 프로그램 
혜택이 승인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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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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적격 가축 소유주에게 LIP 지원금 

(요율은 요구되는 75% 만큼 감소되었음) 
종류 유형 체중 범위 두당 2021년 지원금 

알파카   $283.33 

육우 성우 황소 $1,195.31 

암소 $919.47 

비성우 250 파운드 미만 $163.15 

250~399 파운드 $441.56 

400~799 파운드 $609.53 

800 파운드 이상 $1,015.88 

비팔로 성우 황소 $1,453.19 

암소 $1,159.95 

비성우 250 파운드 미만 $234.56 

250~399 파운드 $586.99 

400~799 파운드 $861.94 

800 파운드 이상 $1,280.62 

암소 $1,560.75 

버팔로/들소 성우 황소 $1,882.98 

암소 $1,560.75 

비성우 250 파운드 미만 $353.58 

250~399 파운드 $586.99 

400~799 파운드 $1,282.63 

800 파운드 이상 $1,721.86 

800 파운드 이상 $1,767.63 

카리부 모두  $382.60 

닭 육계/영계(일반 크기) 4.26~6.25 파운드 $2.12 

병아리  $0.19 

산란 닭  $4.00 

암탉/코니쉬 암탉(작은 
크기) 

4.26 파운드 미만 $1.43 

로스터 6.26~7.75 파운드 $2.70 

슈퍼 로스터 7.76 파운드 이상 $3.55 

낙농 성우 황소 $1,042.76 

암소 $975.00 

비성우 250 파운드 미만 $43.24 

250~399 파운드 $243.75 

400~799 파운드 $487.50 

800 파운드 이상 $7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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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적격 가축 소유주에게 LIP 지원금 
(요율은 요구되는 75% 만큼 감소되었음) 

종류 유형 체중 범위 두당 2021년 지원금 

사슴 모두  $382.60 

오리 오리 새끼  $0.68 

오리  $4.24 

엘크   $531.09 

에뮤스   $152.61 

말   $648.61 

거위 거위  $24.91 

거위 새끼  $5.23 

염소 숫사슴  $229.35 

암 염소  $148.52 

도축 염소/새끼  $100.63 

라마   $229.02 

타조   $648.00 

순록   $382.60 

양 암양  $144.80 

양  $169.39 

숫양  $399.14 

돼지 젖먹이 돼지 50 파운드 미만 $28.57 

경량 거세된 돼지, 어린 암퇘지 50~150 파운드 $52.22 

암퇘지, 수퇘지, 거세된 돼지, 어린 암퇘지 151~450 파운드 $75.86 

멧돼지, 암퇘지 450 파운드 이상 $112.32 

칠면조 가금류  $3.71 

탐스, 프라이어, 로스터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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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적격 가축 계약 사육자를 위한 LIP 지원금 

(요율은 요구되는 75% 만큼 감소되었음) 

종류 유형 체중 범위 두당 2021년 지원금 

닭 육계, 영계 (일반 크기) 4.26~6.25파운드 $0.23 

병아리  $0.16 

산란 닭  $0.24 

암탉, 코니쉬 암탉(작은 크기) 4.26 파운드 미만 $0.16 

로스터 6.26~7.75 파운드 $0.30 

슈퍼 로스터 7.76 파운드 이상 $0.39 

오리 오리  $0.47 

오리 새끼  $0.47 

거위   $2.74 

돼지 젖먹이 돼지 50 파운드 미만 $3.25 

경량 거세된 돼지, 어린 암퇘지 50~150 파운드 $7.84 

암퇘지, 수퇘지, 거세된 돼지, 
어린 암퇘지 

151~450 파운드 $11.39 

멧돼지, 암퇘지 451 파운드 이상 $46.16 

칠면조 가금류  $0.41 

탐스, 프라이어, 로스터  $1.98 

 
 
 
 
 
 
 
 
 
 
 
 
 
 
 
 
 
 
 
 
 
 
 
 
 
 
 
 

미국 농무부(USDA)는 동등한 기회 제공자, 고용주 및 대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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