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홍수보험 프로그램의

세입자를 위한 
홍수보험은 

소중한 자산을 보호합니다
표준 세입자 보험증권은 도난, 바람, 화재 피해에 대해 개인 재산을 보상하지만, 
일반적으로 홍수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국가 홍수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의 내용물 
전용 홍수보험증권은 종종 세입자들의 홍수보험이라고 불리며, 홍수로 손상된 
임대 부동산에 있는 개인 소지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별도 보험증권은 
수천 달러의 잠재적 개인 재산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이 없는 
경우, 홍수로 손상된 의류, 가구, 전자제품 및 기타 소지품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알고 계셨나요?
임대주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건물을 보상받기 위해 홍수보험에 가입했을 수 있지만, 
임대주의 보험은 세입자의 개인 재산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홍수 위험은 무엇인가요?
홍수는 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한다 해도 언제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숨겨진 홍수 위험이 있습니다. 
숨겨진 홍수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계속 확인하는 것은 귀하와 귀하가 구축한 삶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일부 홍수 위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신축 공사로부터의 유출

• 급격하게 쏟아진 폭우

• 급격하게 녹은 눈

• 폭우, 산불, 이류를 일으키는 급격한 날씨 변화

• 파손된 제방 또는 방류된 댐 

알고 계셨나요?
홍수가 발생한 경우, 연방 재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지만 완전히 복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난 지원은 대통령 재난 선언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하는 대출 형태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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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셨나요?
홍수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많은 복구 비용이 드는 자연재해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98% 카운티에서 홍수가 발생했으며 NFIP의 평균 40% 청구가 특수 홍수 위험 
지역(Special Flood Hazard Areas, SFHA) 밖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입자 홍수보험은 무엇을 보상하나요?
아래에 공간이 있는 층 중에서 가장 낮은 층(지반에 있는 지하 제외) 이상의 임대 건물 
내 내용물에 대해 최대 $100,000까지 보상합니다 내용물에는 다음이 해당됩니다.

의류

예술품

가구

러그

텔레비전

책

매트리스,  
침대 프레임

주방용품

미니 냉장고

전자제품

세입자 홍수보험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입자 홍수보험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는 몇 가지 요소가 고려됩니다. 위험 등급 2.0: 
NFIP의 새로운 홍수보험 등급 방법론인 공정 조치(Equity in Action)에  
따라 FEMA는 홍수 빈도, 홍수 유형 및 수원과의 거리와 같은 더 많은 홍수 위험 
변수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와 같은 부동산 속성도 고려합니다. 

세입자 홍수보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연도

• 건물 점유율

• 층수

• 내용물 위치

• 홍수 위험(예: 홍수 구역)

• 건물에 대한 청구 이력

• 선택한 공제액과 보상액

세입자 재산 보험과 세입자 홍수보험을 상세하게 비교하시려면 보험 대리인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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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세입자를 위한 홍수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프로그램 참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세입자들은 홍수 보험 보장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지역사회가 NFIP에 참여하는지 알아보려면 Agents.FloodSmart.
gov/community-status-book에서 지역사회 상태 책자(Community Status 
Book)를 확인하시거나 지역사회 임원 또는 보험 대리인에게 문의하십시오.

세입자 홍수보험에 어떻게 가입하나요?
NFIP 보험은 가입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30일의 대기 기간이 있으므로, 가입을 
미루지 마십시오.보험사에 연락하거나 NFIP와 직접 홍수보험을 작성할 수 있는 독립 
보험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세입자 홍수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가 없거나 귀하의 보험 대리인이 홍수보험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당국의 온라인 도구(FloodSmart.gov/flood-insurance/providers)를 이용하거나 
또는 (877) 336-2627로 전화해 주십시오.

추가 안내 및 연락처
NFIP를 통해 세입자 홍수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FEMA 지도 및 보험 거래소(FEMA Mapping and Insurance 
eXchange, FMIX) FEMA-FMIX@fema.dhs.gov 또는 전화 
(877) 336-2627로 문의하십시오.

귀하의 임대 재산 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EMA의 홍수 지도 
서비스 센터(msc.FEMA.gov/portal/home)에서 확인하십시오.

의회는 범람원 관리를 통해 향후 홍수 피해를 줄이고, 개인 대리인 및 보험사를 통해 홍수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1968년 국가 홍수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을 개설했습니다. NFIP은 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이 관리합니다. 청각 장애, 난청, 언어 장애가 
있거나 중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TTY에서 711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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