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FSCAP
주요 파트너







Maryland Association of Soil Conservation
Districts (MASCD)
Maryland Farm Bureau (MFB)
Chesapeake Bay Foundation (CBF)
Maryland Department of Agriculture (MDA)
USDA-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Service
(NRCS)

인증 자격





주의 기준에 맞는 NMP

여러분들의 환경보호:




FSCAP 인증 방법



FSCAP는 농장을 평가 할 때 지역 토양부와 함께

일합니다. 이 포괄적인 검토 안에는 농장의 NMP, 토
양과 수질 향상 계획 그리고(또는) CNMP 의 검토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FSCAP 검토는 2~3 시간 안에 끝납니
다.

가 모두 해결되어야 합니다.

인증 받은 집사의 이득

농장 안에 있는 물길은 모두 울타리로 막아야



FSCAP 프로그램은 다음의 곳으로 부터의 자금지
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 했습니다.



평가 프로그램
(약자로 FSCAP)
메릴랜드 토양보존 부 협회

인증 받은 집사는 농장주가 환경을 보호 한 것에

농장 집사 자격증과
평가 프로그램

인증 받은 집사는 3년 동안 MDA의 지역검사로
부터 면제를 받습니다.



인증 받은 집사는 자신의 농장에 메 달수 있는
30"X 24" 크기의 철로된 멋진 싸인을 받습니다.



인증 받은 집사는 FSCAP 웹사이트에서 받은 자
신의 페이지에서 인정 받습니다. 그리고 직판매

National Fish and Wildlife Foundation (NFWF)
Maryland Soybean Board (MSB)
Maryland Grain Producers Utilization Board
(MGPUB)

농장 집사 인증서와

대한 마땅한 인정을 받음을 증명 합니다.

습니다)
자금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미쳐 보지 못한 환경적 문제를 없게 하기 위해

농장 안에 있는 모든 토양과 수질에 관한 문제

닭들이 안에 있는 닭농장에는 해당사항이 없

당신은 인정받을

소유하거나 빌린 모든 토지를 검토 합니다.

합니다.(이것은 다른 목축업의 경우이며 이미





Chesapeake Bay Foundation (CBF)
Chesapeake Bay Trust (CBT)

하시는 분들은 상품과 연락처를 기록 할 수 있
습니다.



인증 받은 집사는 Stewardship Notebook 를 받습

그 외 추가 정보
FSCAP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거나 이미 인증을
받은 농부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웹사이트로 오시거나 여기로 연락 해 주십시요.
Gerald Talbert 410-247-1973, geraldtalbert@verizon.net
MASCD
53 Slama Road • Edgewater, MD 21037
Phone: 410-956-5771 • fax: 410-956-0161
www.mascd.net • lynnehoot@aol.com

Maryland Association of
Soil Conservation Districts

닭농장 운영자이자 Queen Anne's Extension Educator인 Jennifer Lynn Rhodes가 말

농장 집사 자격증과 평가 프로그램

존경 하고 가치 있는 인식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습

하길.
" 저와 제 아들은 자연환경이 보호 되는 지속적인 닭농장을 운영합니다. 저희는

니다.

FSCAP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이웃과 저희 농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MASCD에서는 농업과 환경

희의 사인을 보고 닭농장이 Chesapeake Bay를 보호하기 위해 제 역할을 하는 지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 FSCAP 프로그램을 만

과 수질 보호 계획이 적용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

최고의 운영 방법을 적용하고 메릴랜드의 규정을 따르

들었습니다. Maryland Farm Bureau, Chesapeake Bay
Foundation, MDA, USDA's Natural Resources

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서 MDA

고 물과 토양 보존 계획 또는 CNMP를 적용함으로서 농

Conservation Service가 주요 파트너로 MASCD에 합류

장지의 보호와 자연보호를 위해 노력 하는 농장주는 그

하였습니다. 지역 토양부에서 FSCAP에 대한 주요 정

들이 항상 노력하는 만큼 인정을 받지 못 할 때가 있습

보를 제공합니다.

니다.

FSCAP 인증

이럴 때 농장 집사 자격증과 평

에서는 불만 사항이 보고 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연
간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3년 동안 정기적인 검
사를 면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리
FSCAP 평가 결과에 대해서 그 어떤 위험이나 의무

메릴랜드 토양 보존부

FSCAP의 주요 구성 요소는
Agricultural Conservation
Stewardship Certification

(MASCD)에서 2010년에 만들

Standard (ACSCS)입니다. 이

트너로서 NMP와 토양, 수질 계획 또는 CNMP 그리

어진 이 프로그램은 그들 농장

는 주의 규정에 따른 농장의

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한 서류를 재검토 하

과 자연을 훌륭하게 관리한 농

NMP의 준수 정도의 즉정입

기 위해 농장을 방문할것입니다. 방문 도중 FSCAP

장주를 인정 그리고 자격증을

니다. 이 인증서는 또한 농장

사람과 토양부 사람이 모든 기준이 맞나 확인 차로

주고 자격이 있는 농장주에게 3

안에 있는 모든 토양 보존과

농장 주변을 걸어 다닐 것입니다. 만약 다른 행동이

년 동안 주에서 하는 농장 검사

수질관리 문제를 해결 할 수

권장 되어지면 농장주는 토양부로 부터 이를 해결하

가프로그램이 적용이 됍니다.

와 변화사항에 대한 보고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보존 이력이 있는 농장주를 인정함으로서

를 원하면 FSCAP 사람들이 지역 토양부와 같이 파

있는 높은 수준의 BMP(최고의 운영 계획)의 적용을 필

기 위한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요로 합니다. CNMP의 모든 사항을 적용하는 닭농장

FSCAP의 평기는 계속 되어 질 것입니다. 그 외 인증

주는 이미 여기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을 이루기 위한 추가적인 일은 전적으로 농장주의

FSCAP는 더욱더 많은 농장주를 새 보존 프로그램에 참
여를 유도 하고 그러므로 서 토양 보존 실행을 강화하

인증서의 기준을 좋은 보존의 기준으로 삼아 FSCAP에

고 주와 Chesapeake Bay의 강의 물의 질을 향상 할 것 입

서는 농부 개개인의 지속적인 자연보호 성과를 축하하

니다.

고 이는 모든 농장 사회의 자부심의 원천이 됩니다. 인
증된 집사들은 이 인증에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알

저희 파트너

아냈습니다.

75년 이상의 이분야에서 일한 경험으로 메릴랜드에 있

2부분의 인증 기준에는 주 기준에 맞는 NMP의 성공적

는 24개의 토양 보존부는 수백명의 훌륭한 농부가 자연

인 적용과 모든 토양과 수질에 대한 문제가 모두 해결

보호를 위한 최고의 운영 방식을 적용하도록 도와주었

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장 평가를 통해 토양

습니다. MASCD 에서는 농부들과 환경보호 단체에서

가 없습니다. 농장주가 이 인증에 대한 평가를 받기

자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