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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2013 년 3 월 15 일-신규 신청서, 2013 년 1 월 31 일-변경 및 갱신 
 

개선 사항 

* 연간 총 소득이 최대 2백만 달러인  

   농가에 적합,  

* 보험에 가입된 손실 원인 확대,  

* 더 많은 생산자가 가입 가능한 

확대된 보상범위,  

* SURE 농작물 재해 지급금 자격 

요건 부합 및 

* 신규 신청자 등록 마감일은  

3월 15일 

전 농가 수입 리스크 관리 도구 

AGR-Lite 는 간소화된 전 농가 수입 

보상 패키지로, 독립 보험 또는 다른 

개별 농작물 보험에 추가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AGR 제외). 본 보험은 

시장의 동향을 따르므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농가에서 생산한 농작물, 

가축 및 동물성 생산물의 대부분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IRS Schedule F 1040 또는 이에 준하는 

세금 양식에 보고된 선택 수입의 5 년 

평균에 기반하며, AGR-Lite 에는 보통 

IRS 보고를 입증하는 기록이면 

충분합니다.  

보장 

AGR-Lite 는 불가항력의 원인에 

기인한 저 수입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보험적용을 받는 판매를 

통해 산출된 농가 총 수입에는 거의 

모든 농작물 및 가축, 우유 등을 포함한 

동물성 생산물, 통제된 환경에서 

수경재배한 작물 및 온실재배 생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산물로 인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가축 사료로 

생산된 일체 농작물의 가치는 가축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포장, 분류, 처리 

이후의 수입, CA 저장을 포함한 

부가가치 및 목재, 산림, 임산물, 

애완동물, 스포츠 및 여가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됩니다.  

이용  

AGR-Lite 는 버몬트 카운티 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요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1. 농업에 종사함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  

2.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임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   

3. 지난 5년간 동일 세금 법인에 대한 

IRS Schedule F 1040(또는 다른 

세금 양식의 동일한 정보)의 5 년 

연속 기록 (이전 농장 운영의 최소 

90 퍼센트가 현 세금 법인으로 

이전된 경우 제외). 해당 기록들은 

검사를 받기 위해 제출 가능해야 

합니다.  

4. 연간 조정 후 총 수입 평균   

 2,051,282 달러 미만(최대 

$1,000,000 책임 보험).  

5. 재판매를 위해 구매한 농산물에서 

발생한 허용 소득의 50% 미만 및 

6. 총 수입의 83.35%를 초과하지 

않는 예상 감자 수입.  

보험 규모 제한 

보험은 연간 최대 $1,000,000 의 

책임(현행 보장)으로 제한됩니다. 

아래의 표는 AGR-Lite 에 가입 가능한 

최대 허용 소득을 수준별로 

예시합니다.  

 

보험 가입된 법인   

AGR-Lite 신청서에 명시된 개인 또는 

법인의 수입 손실에 한하여 보장 받게 

됩니다 (보통 세금 양식에 명시된 

사항과 동일함). 해당 농장 운영에 

소유지분을 갖고 있는 기타 개인 또는 

법인도 보장 받기 위해서는 AGR-

Lite에 등록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된 손실 원인  

보험은 현 연도(또는 이월된 보험의 

경우 이전 보험 연도)에 발생한 생산 

손실을 초래하는 악천후, 화재, 곤충, 

질병, 야생동물, 지진, 화산폭발 또는 

관개 용수 공급 실패(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일체의 

불가항력의 자연 현상으로 인한 수입 

손실 또는 현 보험 연도 중 시장 변동에 

보상 수준 

& 지급 % 

최대 연간 

소득 

65/75 $2,051,282 

65/90 $1,709,401 

75/75 $1,777,777 

75/90 $1,482,481 

80/75 $1,666,666 

80/90 $1,388,888 



 

기인한 수입 손실에 대해 제공됩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가족, 가족 

구성원, 세입자, 직원 또는 계약자에 

의한 태만, 관리 부실 또는 범법 행위에 

기인한 손실과 위부 및 보험에 나열된 

기타 원인에 대해서는 보상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보상범위 선택 

보장 범위는 승인된 조정 후 총 

수입(AGR)과 등록 시 선택한 보상범위 

수준과 지급률의 백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범위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범위 수준 65%,  

    지급률 75% 또는 90% 

*보상범위 수준 75%,  

    지급률 75% 또는 90% 

*보상범위 수준 80%,  

    지급률 75% 또는 90%  

보상범위 선택에 필요한 상품 요건 

한 개 또는 그 보다 많은 상품의 

생산자는 65/75%, 65/90% 및 75/75%, 

75/90%로 보험 가입할 수 있고, 세 개 

또는 그 이상 숫자의 적격 상품은 

80/75% 및 80/90%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세 개의 적격 상품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각기 다음 사항을 생성해야 

합니다: 연간 농가 보고서에 명시된 총 

수입이 11.1% 또는 그 이상. 수입이 

적은 상품은 적격 상품의 총 숫자를 

결정하기 위해 견적을 내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그룹으로 묶여지게 

됩니다.  

손상 또는 손실 통지 

귀하의 허용 소득이 보험의 수입 

보장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 72 시간 내에 대리인의 사무소에 

서면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보험 연도의 농가 세금 양식을 제출한 

후 15 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귀하의 청구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기한 연장 요청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손실 지급 

손실 지급은 보험에 가입된 연도의 

조정 후 총 수입이 손실 트리거보다 더 

적을 때 촉발됩니다. 손실 트리거는 

승인된 AGR 에 선택된 보상범위 

수준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손실이 

촉발되면, 지급 백분율(등록 시 선택한 

75% 또는 90%)로 수입 부족액을 

지급받습니다.  

조정 후 총 수입 및 비용의 산정  

추정 AGR 소득: 

(IRS Schedule F 1040, 이전 5 년간의 

파트 I에서 선택한 정보.)  예: 

연도  조정 후 소득 

2006        $ 91,500 

2007         102,000 

2008           60,000 

2009           90,000 

2010         110,000 

     $ 453,500 

평균 AGR:               $ 90,700 

지수 (동향) 조정:         1.355 

승인된 AGR:         $ 122,899 

참고: 지수 조정은 특정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승인된 AGR 및 비용은 1월 31일 이전 

또는 신청일 이전에 매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잠재적 소득에 영향을 주는 농장 

운영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승인된 

AGR 및 비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정 AGR 비용: 

(IRS Schedule F 1040, 이전 5 년간의 

파트 II에서 선택한 정보.)  예: 

 연도   조정 후 비용 

 2006           $ 55,500 

 2007                   69,200 

 2008              44,000 

 2009              61,100 

 2010              71,200 

         $ 301,000 

평균 비용:                $ 60,200 

지수 (동향) 조정:         1.417 

승인된 비용:            $ 85,303 

손실 지급 사례 

보험 연도의 조정 후 총 수입(AGR)이 

$21,000 라고 추정해 보십시오. 지급률 

90%와 보상범위 수준 80%에서, 보험 

가입자의 손실 지급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승인된 AGR $122,899 에 80% 보상범위 

수준을 곱하면 $98,319 의 손실 

트리거와 같은 값이 됩니다.  손실 

트리거에서 계산 상의 수입 $21,000 를 

차감하면 $77,319 의 부족액이 

남습니다. 이 부족액에 지급률 90%를 

곱하면 손실 지급금은 $69,587 가 

됩니다. (생산자가 지급률 75%를 

선택했을 경우, 손실 지급금은 

$57,989 가 됩니다.) 

참고: 해당 보험 연도의 보험 가입자의 

허용 비용이 승인된 평균 비용의 70% 

미만일 경우(예, $85,303), 승인된 

AGR은 이에 비례하여 감소됩니다.  

일정표 

판매 마감일: 

3 월 15 일이 신규 신청자를 위한 

등록일이며, 보험 변경 및 모든 보험의 

취소 날짜는 1월 31일입니다.  

보험 연도 개시: 1 월 1 일에 역년 

제출자의 보험 연도가 개시됩니다. 첫 

해에는 신청이 승인된 후 최소 

10 일까지 보험 보장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수입 및 비용 보고서 제출 마감일:  

3 월 15 일-신규 신청서. 1 월 31 일은 

갱신 보험의 연간 농가 보고서, 전년의 

수입 및 비용을 업데이트하는 데 

적용되는 마감일입니다.  

기초 상품 재고 현황 보고서 제출 

마감일:     

이 보고서는 생산자의 IRS 세금 연도에 

해당하는 역년 또는 회계 연도의 첫 달 

말일(대개 1 월 31 일, 신규 신청서는 

3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 제출 마감일:       

(1) 청구는 소득세 보고 후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2) 보험 연도가 종료된 

후 일곱 번째 달의 첫 날 이후에 



 

소득세를 보고했을 경우 청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구 지불: 

청구를 제출할 경우 세금 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IRS 에 해당 세금 

연도의 세금보고를 제출한 후에 청구 

내용이 지불됩니다.  

시의적절한 보고서의 제출 

이 보고서를 시의적절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보장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구매처 

AGR-Lite 보험은 개인 농작물 보험 

대리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 목록은 현지 미국 농무부 산하 

농업진흥청(USDA Farm Service 

Agency) 사무소에서 구하거나 아래의 

RMA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www.rma.usda.gov/tools/agents 

추가 정보 

의문사항은 보험 대리점, 인가 받은 

보험사 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Steve Connelly 

Maryland Department of Agriculture 

50 Harry S Truman Parkway 

Annapolis, MD 21401 

(410)841-5824  팩스 (410)841-5987 

steve.connelly@maryland.gov 

 

법적 면책 고지 

본 자료는 AGR-Lite 보험의 일부 

특징만을 포함하며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수록된 정보는 기본 

보험의 약관, AGR 조항 또는 카운티 

보험통계 문서를 수정 또는 대체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농작물 

보험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통제 

조항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GR-Lite 

보험, 인수 규칙, AGR 및 AGR-Lite 

표준 안내서.  

 

미국 농무부(USDA)는 소속 

프로그램에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종교, 연령, 장애, 정치 신념, 성적 

취향 또는 혼인 여부나 가족 상태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모든 금지 

근거가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정보를 전달 받기 

위해 대체 수단(점자, 큰 활자, 음성 

테이프 등)이 필요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미국 농무부/위험 관리국(Risk 

Management Agency), Raleigh 지역 

사무소의 Larry N. Atkinson 국장에게 

(919) 875-4880 번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차별 관련한 민원 제기는 

다음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USDA, Director, Office of Civil Rights, 

Room 326-W, Whitten Bldg, 14th &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50-9410 으로 우편, 또는  

(202) 720-5964(음성 및 TDD(장애인용 

문자전화))로 전화하십시오. 미국 

농무부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입니다.  

개정 2011년 11월 27일  

 

www.rmra.usd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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