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지원청
미국 농무부

도시 농업 카운티 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들

FSA 도시-교외 카운티 위원회는 신설
되었나요?
미농무부(USDA)는 도시 농업에만 초점을
맞춘 최초의 FSA 카운티 위원회를 설립했습
니다. 이 신설 위원회는 도시 농업을 더 잘 지
원하기 위한 USDA의 노력의 일부이며 3명
에서 11명의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카운티
위원회는 1930년대부터 FSA 프로그램에 대
한 농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단으로 사용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농부들을 대표하고 지
역 수준에서 우선 순위를 설정합니다.
도시/교외 카운티 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도시 및 교외 카운티 위원회는 도시, 실내 및
기타 새로운 농업 생산 관행을 장려하고 촉
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카운티 위원회는 식품 접근, 지역 사회 참여,
지역 사회 퇴비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지역 활동 지원, 음식물 쓰레기 감소와 같은
영역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결정
을 내리고, 이견을 듣고, 결정을 내리고, FSA
와 NRCS 모두를 위해 도시 및 교외 농장과
농부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수행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요?
지금까지 도시 재배자들이 USDA 우선 순위
와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은
없었습니다. 도시 농부는 재배자들과 지역
사회의 요구 사항을 식별하고 USDA가 최상
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
침을 제공할 수 있는 고유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운티 위원회에서 봉사하면서, 귀하는
USDA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 결정에 참여하
게 되며 USDA가 도시 농장에 제공하는 서
비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기는 얼마나 길고 또한 시간을 얼마
나 할애해야 하나요?
위원회 위원들은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 회
의를 갖고 임기는 3년입니다. 위원들은 최대
3번까지 또는 9년까지 재선에 도전할 수 있
습니다.
도시 카운티 위원회들은 어디에 위치
해 있습니까?
아래 위치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
멕시코주 앨버커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
드; 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오리건주 포
틀랜드;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조지아주 애
틀란타; 텍사스주 댈러스; 미네소타주 미니
애폴리스/세인트 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
언스; 애리조나주 피닉스;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 또한 USDA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미시간주 그랜드래피
즈;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
아주 오클랜드; 및 뉴욕주 브루클린을 2022
년에 추가했습니다. 이 새로운 위치들의 선
거는 나중에 실시될 것입니다.
추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도시 카운티 위원회를 위해 확인된 지역 안
에서 USDA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협력하
는 도시 농부들은 추천되거나 자신을 또는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들
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USDA는 기회 균등 제공자, 고용주 및 대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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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려면 생산자는 반드시
FSA-669A 추천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FSA 카운티 위원회 선거에 관한 양식 및 기
타 정보는 fsa. usda.gov/elections 또는
farmers.gov/urban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6월 15일 ‒ FSA는 도시/교외 카운티 위원회
위원 추천을 수락하기 시작합니다.

8월 1일 ‒ 추천 양식은 반드시 소인이 찍혀
있거나 지역 FSA 오피스에 접수되어야 합니
다.
11월 7일 ‒ 선거 투표용지는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12월 5일 ‒ 투표용지를 서비스 센터에 반송
하는 마지막 날.
1월 1일 ‒ 새 위원들 취임.

도시 농부들을 위한 USDA 프로그램들:
FSA ‒ 무보험 작물 재해 지원 프로그램, 유기
농 인증 비용 분담 프로그램, 소액 대출 및 농
장 저장 시설 대출.
NRCS ‒ 높은 터널, 토양 건강 및 관개 시설을
포함한 보전 재정 및 기술 지원.

더 자세한 정보
www.farmers.gov/urban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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