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무부

농장 지원청

재해 지원
나무 지원 프로그램
개요
나무 지원 프로그램(TAP)은 적격한 과수원과 묘목 재배자에게 자연 재해로
손실된 적격한 나무, 관목 및 덩굴을 다시 심거나 재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TAP는 미국 농무부(USDA)의 농장 지원청(FSA)에서
관리합니다.

자격은 무엇입니까?
적격 나무 유형
적격 나무, 관목 및 덩굴은 상업적 목적으로 연간 생산되는 작물들을 말합니다.
묘목에는 상업용으로 생산되는 관상용, 과일, 견과 및 크리스마스 트리가
포함됩니다. 펄프나 목재로 사용되는 나무는 TAP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적격 손실
적격 손실로 간주되려면:

•

요구되는 고사 손실이 먼저 지속되어야 합니다. 적격한 나무, 관목 또는
덩굴은 자연 재해로 인해 15% 이상의 고사 손실(정상 고사 후)을 겪었어야
한다;

•

적격한 나무, 덤불 또는 덩굴의 임목에서 고사 손실은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
•
•
•

식물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제외한 각 적격 재해 사건; 그리고
식물 질병의 경우, FSA가 결정하는 나무들이 감염된 기간.

합리적이고 이용 가능한 조치를 통해 손실을 예방할 수 없어야 한다;
손실은 반드시 FSA 담당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명백해야 한다. 손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경우, FSA는 다른 손실 증거를 인정하고 자연 재해로 인한
적격 손실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

FSA는 식물 질병 또는 곤충 침입의 경우 손실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적격 과수원 및 묘목 재배자

어떻게 실행되는가
면적 제한
적격 과수원 또는 묘목 재배자가 TAP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나무, 관목 또는 덩굴에 식재된 에이커의
누적 총량은 연간 1,000 에이커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한도 및 평균 조정
총소득(AGI)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TAP 지원금의 한도가 없습니다.
평균 조정 총소득(AGI) 한도를 적용할 때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AGI가 $900,000를

TAP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적격한 과수원 및 묘목 재배자는 반드시:

초과하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은 TAP 지원금을 받을

•

적격한 자연 재해로 인해 그 나무들의 15% 이상의 고사율(정상 치사율로

수 없습니다.

조정됨)을 초과하는 적격 나무, 덤불 또는 포도나무 손실을 겪었다;

직접 귀속 조항이 TAP에 적용되며 AGI 목적으로도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격한 나무, 덤불 및 덩굴을 소유했지만 적격

사용됩니다. 직접 귀속 조항에서, 법인에 대한 모든

재배자는 소유한 적격 나무, 덤불 및 덩굴이 심어진 토지를 소유할 필요가

지원금은(지불 제한 목적을 위해) 법인 또는 하위

없었다; 그리고

법인과 이해 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준

TAP 신청이 승인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적격한 나무, 관목 및 덩굴을

지원금으로 간주됩니다.

•

•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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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계산기

신청

나무, 관목 또는 포도나무 교체, 다시 심기 또는 재활의

다음 표는 TAP 신청서 및 지원 문서 제출 마감일을

경우 지원금 계산은 다음 중 적은 금액입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

다시 심기 실제 비용의 65%, 고사율 15%
초과(정상적인 고사율로 조정) 및 해당되는 경우 손상
또는 고사율 15% 초과인 경우 실제 복구 비용의
50%(정상적인 나무 손상에 대해 조정됨) 및 정상
고사율); 또는

•

FSA가 해당 관행에 대해 설정한 최대 금액.

손실 날짜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마감일

2019년 1월 1일,
그리고 그 이후
연도

60일 이후 (FR 발행일 부터) 또는 다음 날짜
후 90일 중 후에 발생하는 날짜:
•
•

재해 사건; 또는
손실이 생산자에게 명백한 날짜.

2018년 농업법은 초심자 또는 참전용사 농장주 또는
목장의 정의를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한 상환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지원금 계산은 다음 중 작은 금액입니다:
•

고사율 15%를 초과(정상 고사율로 조정) 하는 경우,
다시 심기 실제 비용의 75%, 그리고, 해당 경우, 손상
또는 고사율 15%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재활 비용의
75%(정상적인 나무 손상 및 고사율로 조정); 또는

•

FSA가 해당 관행에 대해 설정한 최대 금액.

더 자세한 정보
이 요약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만 사용됩니다; 다른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LA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disaster.fsa.usda.gov 를 방문하거나 지역 FSA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지역 FSA 사무소를 찾으려면 Farmers.gov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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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