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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대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최저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제정과 동(同) 제도의 시행 이후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목적이자 기

본적 가치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올해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가 절대적 기준의 통합급여에서 상대적 기준의 개별급여로 전환되었어

도 국민의 권리로서 최저생활수준 보장이란 제도의 목적은 변함없이 유

지될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기본적 가치와 궁극적인 목적이 이전과 같

다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최대 

변화라 할 수 있는 상대적 기준방식의 개별급여 도입은 그 준비만큼 이후

의 개선과 보완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 제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후발 복지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및 급속한 인구 고령화 

문제는 한국 사회 및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위험요소

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한 노인빈곤 문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 문제, 이 두 제도를 보완할 기타공

적이전과 사회서비스의 비활성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현안이자 취약계층

에 대한 지원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공공부조 제도로 정책적 부담

을 가중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공공부조

제도 개편은 적용 대상의 확대와 탈빈곤 효과성의 제고 등의 긍정적 측면

의 기대와 함께 제도 수행 및 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부조 개편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서로 다른 주장이 양

립하고 있었다. 한 쪽은 사각지대 해소 및 보편적 복지를 위해 대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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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확대를 지향하며, 다른 한쪽은 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기존 제도들 

간의 조화와 협력을 통한 점진적인 접근을 추구한다. 이러한 대립적인 입

장의 차이는 오랜 기간 양립해 왔지만 이를 한국만의 상황라고는 할 순 

없다. 이미 이러한 상황을 경험했거나 또는 극복해 나가고 있는 선진국들

이 존재한다. 선진국의 이러한 경험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극복과정

에 대한 고찰은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지향점 및 향후 정책방안 도출을 위

한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맞춤형 급여제도로 대표되는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개편이 

여전히 양립된 관점에서 논쟁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문

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4~2015년에 걸친 연속적인 국가별 연구

로 기획‧설계되었다. 작년도에 이루어진 제1차 연구에서는 영국과 일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제를 진행하였고, 금년도 연구인 제2차 연구

는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스웨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국가들

을 선택한 이유는 해당 국가들이 최근 큰 폭의 공공부조제도의 개편을 경

험하였고 이로 인한 시사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선정된 국

가들에 대해 공통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객관적이며 비교 가능한 국가별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으며 공공부조제도와 관련한 사회

적‧정치적 배경부터 제도의 전개과정과 현황 그리고 집행체계와 최근 개

혁동향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심층분석 내용을 효

과적으로 전달하고 국가별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연구로서의 완결성을 갖

기 위해 본 연구는 분권 형태의 국가별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임완섭 부연구위원의 연구책임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국가별로 스웨덴 편은 이현주 연구위원이, 프랑스 편은 



노대명 연구위원이, 미국편은 임완섭 부연구위원이 담당하였다. 그리고 

각 국가별 책임자 외에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였는데, 원내에는 전지현 

전문연구원, 김근혜 연구원이 참여하였고, 외부 전문가로는 경상대학교

의 심창학 교수, 스웨덴 예텐보리대학의 최연혁 교수, 전남대학교의 황정

하 교수, 미국 워싱턴 대학의 Jennifer Romich 교수, 스웨덴 우메아 대

학의 Jonas Edlund 교수, 프랑스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의 Serge 

Paugam 교수가 참여하였다.

여러 연구자들의 참여와 값진 노력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가 정책 및 행

정 전문가들의 정책적 판단과 제도개선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서의 

역할과 함께, 연구자들을 포함한 모든 독자들이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국

가별 공공부조제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

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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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Assistance in Swede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The study represents the second year of the research project 

A Comparative Study on Social Assistance that started in 2014. 

The project, in its first year, looked into social assistance sys-

tems and welfare reforms in the UK and Japan. The present 

study selected three countries―Sweden, France, and the US―

for comparison of social assistance system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social assistance systems works in oth-

er countries and to develop a social assistance reform model 

for Korea. Finally, the research would help build a baseline da-

ta of recent social assistance reforms of various counties. 

This study proposes an in-depth analytical framework of in-

ternational comparison of social assistance systems. The 

framework is utilized for analysing the six focus areas which 

are related to public assistance. This study focuses on the fol-

lowing six topics:

1. Historical background of social assistance

2. Basic structure and feature of social assistance 

3. Eligibility and benefit payment of each social assistanc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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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cent trend of policy reforms(including Relations with 

Employment and Social Supports)

5. Administration and delivery of social assistance.

6. Policy Implications in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Social Assistance in Sweden: current situation and 
issue

Universal social policy is more advanced in Sweden than in 

any other country. Sweden has a national health service system, 

a free education system(including higher education), and 

well-developed housing support programs. Its nation pension, 

including guarantee pension, supports old age, and family al-

lowance is provided for families with children. 

Social assistance is a kind of last-resort support in Sweden. 

Most social assistance recipients are the people suffering from 

complex social problems. Social assistance based on ‘Social 

Service Act’ is under Kommun(local government) and is well 

combined with social service.

Social assistance called ‘Ekonomiskt bistånd’ consists of basic 

consumption for every household, consumption for individual 

needs and additional cost for special needs. Frontline social 

workers decide the amount benefits for every household after 

assessing their conditions. Youth and immigrants make up a 

considerable percentage in the social assistance recipients.



1. 국가별 연구 개요

본 연구는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개편과 그 방향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향후 정책 추진방향 및 세부적인 정책판단을 위한 

객관적이고 상세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작년과 올해에 걸쳐 영국, 일본, 스웨덴, 프랑스, 미국 공공부조제도에 대

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작년도에 이루어진 1차 연도 연구는 영국과 

일본을 분석 대상으로 과제를 진행하였고, 올해 연구인 2차 연도 연구는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스웨덴을 분석대상 국가로 선정하여 국가별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국가들을 선택한 이유는, 복지레짐의 관점에서 다

양한 유형의 복지국가를 고려하고 최근 공공부조제도 개편을 경험한 국

가 중에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은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금년도 연구는 분석대상 국가로 선정된 나라들에 대해 제1차 연도 연

구에서 제시한 공통의 분석틀을 통해 국가별로 객관적이고 상세한 내용

을 상호 비교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국가별 주요 공통내용은 

공공부조제도와 관련한 사회적‧정치적 배경에서부터 공공부조제도의 역

사적 생성과 발전과정, 공공부조제도와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관계, 공공

부조제도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공공부조제도의 집행체계에 대한 분

석, 최근 제도개편의 동향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국

가별 분석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가별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연

구로서의 완결성을 갖기 위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분권 형태의 국가별 보

고서로 발간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의의로는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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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공공부조 비교연구에 대한 상세하고 심도 깊은 기

초자료를 제공한 것과 국제비교연구의 틀을 제시하고 이 틀을 유지하여 

비교가능한 국가별 제도연구를 수행한 점 그리고 최신의 자료를 효과적

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제적인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한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구성은 모든 국가별 보고서 제1장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국가별 개요(또는 의의)와 약간

의 부연 설명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국가별 보고서 제1장과 동일한 내용

을 수록하고 있다. 한편 제2장부터는 국가별 보고서의 내용으로 공통의 

분석 주제와 틀에 따라 작성되었다. 물론 국가별 특성으로 인해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각 국가별 연

구는 각국 공공부조개혁을 중심으로 서술되었으며, 제도개편과 관련한 

전달체계의 변화와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설명하

는 방식을 취하였다.  

2. 스웨덴의 사회부조제도

본 연구는 자산조사에 근거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사회부

조제도라 전제하고 스웨덴의 경제적 지원(Ekonomiskt bistånd)을 중심

으로 분석하였다. 스웨덴에서는 전통적으로 보편적 수당과 사회보험이 

주요한 사회복지 정책 수단이 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욕구영역

(주거, 의료, 교육)에서도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한 국가이다. 

스웨덴에서는 연금제도가 성숙되었고 빈곤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성격

의 보증연금도 운영 중에 있어 노인 빈곤율이 낮다. 아동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수당제도도 빈곤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스

웨덴은 무료에 가까운 의료보장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대학까지 학비

부담이 없는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거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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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어 사회부조의 영역으로 볼 수도 있지만 빈곤층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이보다 인구집단을 상대로 현금과 공공주거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 외 상기 제도들은 사회부조제도는 아니지만 스웨덴의 사회

부조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중요한 정책 환

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과 근로연령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소

득보장제도로 사회부조의 역할이 작지 않고 의료･주거･교육 영역에서 사

회부조제도가 기초수준의 보장을 담당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스웨덴의 관

련 정책을 개괄하여야만 양국의 상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스웨덴 경제적 지원은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보호

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기타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수급을 받더라도 그 총액이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못 미치는 가

구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스웨덴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부조제도이다. 스

웨덴의 사휘부조제도는 코뮨에서 관할하는데 1982년 사회부조제도와 사

회복지서비스를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한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 

Act; Socialtjänstlagen)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경제적 지원의 기준은 중앙정부의 보건복지청에서 정하고 경제적 지원

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인 코뮨은 이 기준을 고려하여 그 이상의 수준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 중 생계지원은 전국에

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화된 생계지원(식료품, 의료/신발, 여가/놀이, 

각종 소비용품, 건강/위생, 신문/전화/TV사용료)과 가구별 추가적인 생

계지원(주거비, 전기세, 통근비용, 가족 보험, 노동조합 비용과 실업급여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생계 외 기타 생활비 지원도 있다. 이 지원은 일

시적･비정기적 욕구에 대응하는 지원(의료비 또는 치과치료비, 안경, 가

구, 겨울 의복, 중독의 치료, 가구원의 돌봄을 위한 비용 등)이다. 2015년 

성인 1인에 대한 개별지원금은 2,950크로나, 부부나 커플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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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0크로나이며, 아동에 대한 지원금은 연령별로 상이하다. 각 수급가구

의 급여수준은 이 기준과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여 일선의 사회복지사가 

결정한다. 수급 가구의 수급액은 해당 가구의 총 필요한 지원액(가구 구성

원별 개별지원금과 가구별 추가생계지원, 그리고 생계 외 기타생활비를 

합한 금액)에서 가구소득과 사회보장수급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그래서 

개별 가구의 급여는 국가표준지원금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다.

경제적 지원의 수급을 위해서는 소유주택, 차량, 주식 등의 재산이 기

준보다 작은 상태여야 하며, 수급 신청 이전에 자격이 되는 기타 사회보

장 프로그램(병가지원금, 부모지원금, 주택지원금, 여가지원금 등)이 선

행적으로 지원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생계지원 신청자는 그 대상자가 되

기 위해 취업전선에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공공고용서비스센터

(Arbetsförmedlingen)에 등록하고, 활발하게 구직활동을 하며 필요 시 

구직지원 프로그램, 인턴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자기계발 

및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생활에서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는 경우 사회보장규정에 따라 일반 실업자에게 해당되는 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을 요구하게 된다. 중독 및 정신적 질환이 이에 해당된다. 사회

화, 약물 문제로 인해 근로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된 사람은 생계지원 대상

자가 되기 위해 노동재개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2014년 기준 경제적 지원 수급률은 4.2%였다. 연령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9세 이하의 수급자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급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스

웨덴의 성숙된 연금제도 및 기초연금과 청년 실업의 영향으로 볼 수 있

다. 스웨덴의 사회부조의 급여는 그 수준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스웨덴

의 사회부조 급여내용에는 여행에 대한 지원도 있고 필요하다면(부모와 

자녀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 등) 해외여행도 지원된다.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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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장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부조 지출의 절대적 수준이 높은데 

그 이유 증에는 높은 급여수준과 개별화된 급여 제공과정도 포함될 것이

라 추정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웨덴은 보편적인 복지가 발달한 국가이다. 이 

사회에서 사회부조의 생계비 지원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대개 근로를 통

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즉, 사회부조를 지원받

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신체적 문제나, 약물 문제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다.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할 위험이 큰 사회부조 수급자들

에게는 가족단위로 사회부조급여와 서비스제도의 결합이 필요하였다. 스

웨덴의 경우 코뮨을 단위로 개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와 사회

부조의 조합이 개별 사례 단위로 결정된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고용서비스와 사회보험도 코뮨 단위의 사회부조와 긴 하게 결합된 상태

로 제공된다. 전국 290개 코뮨의 행정기구인 사회복지사무소의 활동은 

자체 사회부조활동을 통한 지원제도 뿐 아니라 장기실업자들의 직업알

선, 질환자들의 재활치료 등을 위해 중앙정부의 상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최근 장기실업자, 이민자와 청년의 증가는 사회부조에서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다. 빈곤 원인 중 실업이 악화면서 고용정책과의 결합은 더욱 중요

해졌다. 난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의 정착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이민

자 정책이 개선을 거듭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민 이후 최초 3년간 중앙정

부가 이들의 취업지원과 생계를 지원하고, 이후 코뮨이 지원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제도가 보완되었다. 청년실업에 대응하여 청년층으로 특화된 취

업지원서비스도 보강되고 있다. 

*주요용어: 사회부조, 근로연계복지, 국가표준지원금(National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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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개요 및 배경

  1. 연구의 개요 

본 연구는 2년 동안 진행되는, 각국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국가별 심층

연구로 기획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는 각국 공공부조제도의 기본구조와 

특징, 현황과 쟁점, 그리고 최근 개편동향에 초점을 맞추도록 설계되었

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각국의 공공부조제도를 그 역사적 발전의 

맥락에서, 그리고 전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련성 하에서 이해하는데 초

점을 맞추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1990년대 이후의 변화에 주목하여 제

도 개편동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공공부조제도의 실태와 관련해서는 가

급적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즉, 각국 공

공부조제도를 그 역사적 생성,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가 각국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로 기획되었다는 점 또

한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몇 년에 걸친 각국 공공부조제도 심층연구가 토

양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국제비교연구가 

수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개별국가의 공공부조제도

에 대한 심층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 공공부조제도를 비교

1) 본 연구는 2년에 걸친 연속과제로 기 수행한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영국&일본편”
의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공유한다. 따라서 모든 국가별 보고서 1장은 국가별 개요(또는 
의의)와 약간의 부연 설명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연구목적과 연구방법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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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는 예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각국 제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국제비교를 해 왔던 측면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연구 대부분이 기존의 연구결과를 재구성하거나, 특

정한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이기 쉽다는 점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비교연구의 토양을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

울였다.

이번 기획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은 전체 연구진에서 절반 정도를 해당 

국가 거주 연구자들로 구성했다는 점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강점을 갖

는다. 하나는 각국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수행 과정에서 각국 공공부조제도의 생

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최근 제도개편 동향과 관련된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의 문제이다. 1990년대 이후 각국이 공공부조제도 개혁

을 추진해 왔지만, 그 정치사회적 배경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작용하는 다

양한 힘 관계를 이해하는 것 또한 용이하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이유에

서 본 연구는 각국의 공공부조제도 관련 전문가와의 협동연구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2. 연구의 배경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를 분석하는 연구기획으로서 수

행되었으며, 각국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세계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빈곤문제와 그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

식의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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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공공부조제도 관련 지출규모가 크고 수급자가 많다는 것이 해

당 국가의 복지제도가 건강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

다고 복지지출이 낮은 국가에도 이러한 도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런 국가는 사회보장제도가 성숙기에 이를 때까지 공공부조제도가 빈곤층

에 대한 생활지원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

럼 공공부조제도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각국의 공공부조제도를 소개

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어떻게 분석대상 국가들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여기서는 그 방법의 하나로 에스핑-앤더슨이 제안하고 수

정했던 주요 복지레짐을 대표하는 국가들을 연구대상국가로 설정하였다. 

둘째, 한국 공공부조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외국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2015년 한국

은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새로운 구조의 제도로 개

혁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이른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있는 것이

다. 이 과정에서 외국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는 매우 중요하

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신의 복지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주변 국가들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 주의해서 관찰하게 된다. 그리고 그

로부터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논거를 발견하기도 한다. 실제로 영

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일본 등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각국의 복

지제도 및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수시로 개혁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이는 제도개혁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전달이나 이

미 사라진 제도에 대한 인용 등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

다. 이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개혁을 위해 가장 절실한 연

구과제 중 하나는 외국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분석, 각국 

제도의 최근 실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 그리고 최근 공공부조제도 

개편동향 속에서 발견되는 각국의 고민과 해결방식에 대한 이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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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가 외국의 제도변화를 주시하고, 그로부터 자신들

의 제도를 개편하는데 필요한 교훈을 도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제도

에서 어떤 시사점을 찾으려는 강박관념이 지나쳐서는 곤란하다. 사실 외

국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전제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경우 야기할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제도

를 도입하려는 성급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에서 실효성 있는 교훈

을 발견하기 힘든 이유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각국 공공부조제도의 특

징과 최근 개혁을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기획을 하게 된 것

이다.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 전체 연구의 기획과 그 특징

본 연구는 2014~2015년 총 2년간의 연구로 기획되었고, 다음과 같은 

계획에 따라 진행되게 된다. 먼저 이 연구는 다섯 국가를 대상으로 공공

부조제도를 연구하게 되며, 연구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

정하였다 : 1) 복지레짐의 관점에서 다양한 유형의 복지국가를 포함시키

고자 하였으며, 2) 공공부조제도의 최근 개편 유무를 중요한 선정기준으

로 고려하였고, 3) 해당 국가의 제도개편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또한 고

려하였다. 다만 영국과 미국은 동일한 복지레짐으로 분류되지만, 자료접

근성과 제도구성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모두 포함하였다. 

이어 본 연구는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연구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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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제1차 연도(2014년)는 영국과 일본의 공

공부조제도를 분석하였다. 제2차 연도(2015년)는 스웨덴, 프랑스, 미국

의 공공부조제도를 분석한다. 그리고 각국에 대한 분석결과는 국가별로 

독립된 보고서로 출간한다. 즉,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라는 공통

의 제목 하에서 영국, 일본, 스웨덴, 프랑스, 미국 편으로 단행본 형식으

로 발간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제1차연도 연구과 제2차 연구가 연

속성 및 같은 분석방법 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1차 연도 연구보고

서에 제시된 “1) 전체 연구를 관통하는 공통의 연구방법”, “2) 공공부조제

도 국제비교를 위한 연구방법”에 포함된 ‘연구 개요’, ‘연구 배경’, ‘연구

방법 및 연구범위’, ‘국제비교를 위한 연구방법’을 발췌하여 제2차 연구 

각 국가별 서론에 활용하였다. 

  2.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각국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

서, 공공부조제도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여기

서 공공부조제도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 1) 

비기여형(non-contributory) 복지제도, 2) 선별주의(selectivism)에 따

른 대상자 선정, 3) 법에 근거를 둔 공적 지원제도라는 점이다. 이 정의는 

공공부조제도가 각 개인의 기여(contribution)를 전제하는 사회보험과 

달리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이자,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 등

을 적용하는 엄격한 선별주의 또는 잔여주의 복지제도이며, 자선과 같은 

민간의 지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원을 강제하는 제도임을 말해준다.

기타 연구범위와 관련해서는 분석대상기간을 1990년대 이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역사적 생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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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걸친 시계열적 분석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1990년대 이전은 주

로 수급자 규모나 실태분석, 제도의 재원 등에 국한하였다. 물론 각국 공

공부조제도란 가장 최근 시점, 즉 2015년 시점의 제도를 지칭하는 것으

로 설정하였다. 

각국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참고

로 이 연구보고서가 담고 있는 주요 연구내용은 그것에 고유한 문제의식

을 갖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과 그 문제의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공공부조제도의 역사적 생성과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이는 각국 

공공부조제도의 다양한 발전경로를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다. 많은 국제

비교연구가 천착하는 수렴경향이나 공통의 경로보다 각국의 공공부조제

도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지금의 형태로 구조화되었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공공부조제도와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다. 사실 공공

부조제도의 지출규모나 수급자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공공부조제도 수급자가 되기 전에 다른 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공공부조 수급자 규모가 적은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공공부조제도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3) 공공부조제도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에 대한 분석이다. 각국 공공부조

제도의 특징과 실태는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며, 각 급여의 

보장수준을 어느 정도 설정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지

원을 받는데 필요한 선정기준에서 소득기준이 높더라도 다른 기준으로 

수급을 억제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각 급여제도

가 제시한 최대급여액이 높더라도 실제 보장하는 급여수준이 낮은 경우

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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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제도개편의 동향에 대한 분석이다. 각국의 공공부조제도는 1990

년대 중반이후 나타나고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개

혁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개혁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것

은 공공부조제도의 개혁이 각국이 처한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과 무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1996년 복지개혁과 근로연계복지

(Workfare), 프랑스의 2009년 고용복지연계정책 개혁(RSA), 영국의 

2012년 복지개혁(Universal Credit), 일본의 2013년 생활보호제도개편

과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生活困窮者 自立支援制度) 도입 등은 상이한 

성격을 가진 개혁이다. 그리고 각각의 개혁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그 정

도는 상이하다. 왜 각국이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이다.

5) 공공부조제도의 집행체계에 대한 분석이다. 최근 각국 공공부조제도에

서 집행체계 개편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근로빈곤층에게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데 최적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다. 그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국가별로 집행체계를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분리하지 않

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최근의 제도개편 동향을 

설명하며,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개편 부분에서 전달체계 문제를 함께 

설명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연구방법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먼저 각국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문헌분석이다. 외국 공공부조제도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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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의 공공부조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비교연구

를 위한 분석틀 마련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어 각국의 빈곤실태나 공공부조제도 운영실태, 그리고 그 효과성에 대

한 실증분석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부조제도는 해당 국가의 빈곤율 

변화와 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 점에서 필요한 경우, 각국의 빈곤율이

나 수급률(take-up rate)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각

국의 공공부조제도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다른 국가와 비교할 것이다.

끝으로, 각국의 공공부조제도 전문가 및 해당 행정담당자의 해석을 수

용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국 공공부조제도의 역사적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전문연구자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 마

찬가지로 최근 복지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그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서는 해당 국가의 전문가와의 도움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해당 

국가를 방문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국가 연구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고자 하였다.

  4. 제2차 연도 연구의 특징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에서 제2차 연도(2015년) 연구는 제1차 

연도(2014년)에서 마련된 방법론적 기틀을 적용하여 스웨덴, 프랑스, 미

국의 공공부조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것은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공공부조 비교연

구에 대한 상세하고 심도 깊은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제1차 연도 

연구와 후속 연구인 본 연구의 국제비교 분석틀 제공을 통해 관련연구를 

활성화시키고 복지확장기에 있는 우리사회의 복지정책 연구가 절실히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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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즉, 본연구의 핵심

은 공공부조에 대한 국가별 심층연구를 통해 객관적이면서도 심도있는 

자료를 축적‧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각국의 공공부조제도는 다양한 역사

적 배경 속에서 상이한 경로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각국의 어떤 제도를 

공공부조제도(Public Assistance)로 규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

다. <공공부조제도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정확한 개념정의가 필

요한 것이다. 그 키워드는 선별주의, 자산조사, 비기여형제도 등이다. 즉, 

공공부조제도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경제사

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경제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을 선별하는 원칙은 엄격한 자산조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사회보험과 달리 각 개인의 사전적인 기여(contribution)가 없

이,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

으로 국가별 심층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제2차 연도 연구가 감당해야 할 

역할로 볼 수 있다.

둘째, 연구구성을 위한 공통의 포맷을 유지하는 것이다. 제1차 연도 연

구 연구에서 제시된 국제비교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통의 포맷을 유

지하여 본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개별 국가에 대한 심층연구가 

비교하기 힘들게 제각각의 포맷을 갖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험성에 대해서도 주의하였다. 지나치게 엄격

한 형식은 각국 공공부조제도 연구가 갖는 특징을 위축시킬 위험성이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별 연구가 담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제시하였

다. 그것은 각국 공공부조제도 생성과 변화의 역사적 과정, 공공부조제도

의 구조와 특징, 주요 급여제도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수급자의 규모와 

실태, 최근의 제도개편 동향, 전달체계 개편 등이다. 

셋째, 국제적인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 각국 공공부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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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비교연구는 높은 정책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들이 주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1990년대 초반 OECD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가 

가장 포괄적인 연구이며, 이후 공공부조제도 국제비교연구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다. 개별 국가차원에서 각국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연구 인프

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비교연구가 희소하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그것은 공공부조제도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많은 

국가에게 공통적으로 제시할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맥락(context)이 중요한 연구인 셈이다. 

본 연구 또한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여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개혁과 지속

적인 연구의 인프라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

는 것이다. 

제3절 개념정의와 국제비교 분석틀2)

  1. 개념정의와 분석대상 정책의 범위

본 연구는 공공부조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회부조’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그렇다면 사회부조가 

어떠한 정책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

회부조에 대한 개념정의가 전체 연구범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회부조의 사전적 정의는 적절한 생계의 방법이 없는 취약한 개인이

나 가구에게 현금이나 현물 자원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취약한 

집단은 한부모, 노숙인,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단을 

2) 전년도 연구 “제4절 국제비교를 위한 연구방법”에 해당되며, 각 보고서의 1장의 경우 전
년도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이나 목차 및 2015년 연구를 반영한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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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이현주 외(2003)의 연구에서는 공공부조를 사회보장제도의 하

나로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고, 이들의 자

립을 지원하는 제도라 정의하였다. 어들리(Eardley) 외(1996)는 사회부

조를 욕구를 가진 이들에게 자원(resources)에 대한 조사(test)를 하고 기

초수준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급여와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사회부조의 정의를 이해해 보려 한다. 먼저 어들

리 외(1996)는 사회부조라는 개념은 고정되었거나 또는 보편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며, 소득이나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른 구분이라 주장하

였다. 개인이나 가구에 소득이나 서비스를 할당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보편적이거나 수렴되는 급여제공방식, 두 번

째는 사회보험으로 고용지위나 기여에 근거하는 방식, 세 번째는 소득이

나 자산조사에 근거하는 급여이다. 사회부조는 세 번째 방식을 기반한 것

이며, 자원조사급여는 때론 ‘표적화된(targeted)’ 급여로 표현되기도 한

다. 조사에 근거한 급여도 구분이 되는데, 고프(Gough)(1994)에 따르면 

일정 선 이하 생활, 삶의 기본적 수준 이하를 전제로 하는 빈곤조사, 또는 

그 이상의 선에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등이 그 구분 사례이다. 이

에 따라 사회부조를 다음의 세 가지, 1) 특정 기초소득선 이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급여와 같은 일반적 지원(assistance), 2) 실업급여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현금급여와 같은 범주적 지원, 3) 주거지원과 같은 

현금지원과 연계된 급여와 서비스 제공(tied assistance)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위의 세 가지 모두를 사회부조로 구분한다면 터키의 경우 의

료지원도 연계된 급여(tied)로 사회부조에 포함되어진다.

린덜트(Lindert)(2002)는 사회보호를 사회안전망 중 하나로 빈곤에 대

한 최후 안정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회적 보호(protection)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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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사회보호로 구성된다. 사회보호에는 세 가지 유형의 급여가 있는

데, 이는 아래와 같다.   

1. 일반적 급여: 일정 소득 이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급여 

2. 범주적 급여: 일정 소득 이하 특정 집단이 받을 수 있는 급여 예를 

들어 영국의 근로 가구 세액 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

3. 현물 또는 조건급여: 주거, 직업훈련, 학교급식 등 비현금자원에 대

한 접근. 일정 소득 이하 주거비 지원 등 용도

가 지정된 지원

비버리지(Beveridge)나 디토와 다이(DiNitto & Dye), 그리고 OECD

와 UN과 같은 국외의 공공부조에 대한 정의들에서 나타난 공공부조의 

특징은 도움을 받아 마땅한 상태의 사람을 자산조사로 선정한다는 점, 비

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 최저생활수준이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공공부조에 대한 여러 정의를 종합해보면 공공부조는 저소득층 또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며,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대상이 선정되고 이들에

게 무기여의 원칙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고, 정부의 책임 하에 일정수준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정

의될 수 있다. 또한 공공부조제도의 급여는 현금급여, 즉 경제적 원조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공공부조프로그램을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현금급여 외에 의료급여와 같은 현물급여도 공공부조로 분류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부조의 범위는 다향하게 정의할 수 있다. 

사회부조 또는 공공부조에 대한 범위는 자산조사에 근거한 지원, 빈곤

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으로 한정하되, 급여내용이나 대상 욕구는 한정

하기 어렵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범주화된 급여나 서비스도 포괄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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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데, 예를 들어 노인의 기초연금, 근로능력자에 대한 실업부조는 사회

부조로 포괄하여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 보건과 교육은 보편적 지원으

로 사회부조의 범위 안이라 보기 어렵지만, 한국은 이와 상이하여 의료지

원과 교육지원이 자산조사에 기반하고 있다. 결국 사회에 따라 사회부조

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단, 기초욕구를 감당하는 여타의 보편적, 준 

보편적 지원은 공공부조의 맥락이나 환경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원 내용의 측면에서 사회부조는 아래의 것들을 포괄할 수 있다3). 신

체적, 신체적 장애, 고아, 약물중독 등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복

지 또는 사회서비스, 식품권과 가족수당과 같은 현금 또는 현물 이전, 긴

급생활지원(life-line tariffs), 주거지원, 위기 시 주식비 할인 등과 같은 

일시적 지원 등이다. 또한 사회부조 프로그램은 사회부조 프로그램의 범

위(scope)에 근거하여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유형화 시킬 수 있다

(Barrientos, Nino-Zarazua and Maitrot, 2010).

1. 순수한 현금이전(pure income transfers)

2. 현금이전과 함께 인적, 재정적, 신체적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을 더하는 현금이전 연계지원(transfer plus)

3. 통합 빈곤완화 프로그램(Integrated poverty reduction)으로 조

건화된 현금이전보다 넓은 지원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현금이 중심

요소가 아닌 특징이 있음

이러한 구분은 프로그램의 특징을 정확하고 탄력적으로 포착하는데 도

움이 된다. 또한 사회부조에 대한 개념적 기반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며, 빈곤은 소득의 부족, 자산의 결핍, 다차원적인 것으로서

의 빈곤으로 빈곤 개념정의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3) wikipedia.http://en.wikipedia.org/wiki/Social_protection(20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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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OECD 국가들의 타겟팅 방법1)(Targeting Mechanisms Employed by 
Select OECD Countries) 

국가명

개인조사방법 
(Individual Assessment Mechanisms)

자산조사
(Means Tests) 범주형(Categorical)

스웨덴

주거수당
지방정부 공공부조(Municipal social 
welfare allowance) (일부 지역은 사회
복지사가 활동)

실업자 정액요금 현금지원(Flat-rate 
unemployment cash assistance) 
(KAS:지난 12개월 중 5개월 이상 근
무경험이 있거나, 졸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실업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에게는 KAS지급)

영국

구직자수당(소득보조, 비기여방식)
가족 크레딧 (Family Credit; 직업이 있
지만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지 않는 부모
에 대한 소득지원)
지방세 환급, 학교급식비, 건강지원
장례비 지원(social fund payment for funerals)
출산휴가
난방지원(cold weather payment)
Discretionary cases
주거급여

장애인 급여(benefits for the 
disabled)
한부모가정은 소득보조를 위한 활동
심사(activity test) 면제
특정그룹(가족, 한부모가정, 장애인,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가정)에 대해 
소득보조에서의 보험료(premium) 
추가지원

네덜란드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주거급여
부가적 급여(additional benefit) (사회
보험 수급자에 대한 추가 지원)
50세 이상의 사회보험 수당을 모두 수급
한 최저 임금자에 대한 소득기반형 급여
실업보험이 만료된 고령의 또는 부분적 
장애인 근로자, 또는 과거 자영업자였던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특별수당

50세 이상의 사회보험 수당을 모두 
수급한 최저 임금자에 대한 소득기반
형 급여
실업보험이 만료된 고령의 또는 부분
적 장애인 근로자, 또는 과거 자영업자
였던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특별수당
57.5세 이상의 실업자와, 5세 이하
의 아동이 있는 부모는 구직요건(job 
searching requirements) 면제

캐나다

일반적 사회부조 프로그램
사회부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건강보험
주거급여
저임금 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National Child Benefit) 

주(province)의 특성에 따라 다른 
범주를 포함하는 포괄적 수당(장애
인, 한부모가정, 미망인 등) 
부모의 수입 중 일부는 필요성 심사 
(needs tests) 없이 아동양육비용으
로 사용(몇몇 주는 한부모가정에게 
더 많은 수입의 일부 요구) 

한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주: 1) 집단별/지역별(Group/Geographic)범주는 해당이 없어 제거하고 한국을 추가하여 수정한 표임.
자료: OECD(1998), The Battle Against Exclusion, Vol. 1-3; Abt Associate Inc(200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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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석유형과 분석전략 

사회보장제도 또는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된 공공부조 등의 사회복지정

책의 비교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

면서 효과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연구목적을 달성케 할 수 있는 논리

국가명
검증-표적화

(Self-targeting)
지역기반

(Community-based)
보편적

(Universal) 
비고

스웨덴

지방정부 공공부조
(Municipal social 
allowance)

아동수당
(child allowance) 
(한부모가정과 
일반가정에게 동일한 
지원)
보육료지원
(child care)

영국

비기여형 
구직수당 
급여자에 대한 
활동 심사 
(activity test)

주거급여(국가규제 
관리-administer 
national 
regulation) 

아동수당
(Child benefits)
* 교육지원과 
의료지원도 보편적

네덜란드

구직요건
(job searching 
requirements)

지방정부 관리
(Local 
governments 
administer)
사회부조 부가 수당 
(supplementary 
benefits to social 
assistance)

아동수당
(Child benefits)

캐나다

일반적 사회부조 
수급자에게 
시행되는 
활동심사

기본적 사회부조
(Basic social 
assistance)

한국 조건부수급
지방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보육료지원

교육비지원, 
의료지원, 
주거급여가 
중앙정부의 
사회부조 범위 
안에 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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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면서 적절한 분석유형의 선택과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틀 적용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 연구를 위한 대표적인 분석 방법 또는 유형에는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1974)가 주창한 정책분석 유형인 3Ps 즉, 과

정(Process) 분석4), 산출(Product) 분석5), 성과(Performance) 분석6)

이 있으며, 많은 경우에서 이들 분석유형 중 연구목적과 연구대상 등을 고

려하여 적절한 분석유형을 선택하고 있다(Gilbert & Terrell, 남찬섭․유태

균 역,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선진국(영국, 일본, 스웨덴 등)의 공공부조제도

의 기본구조와 특징, 현황과 쟁점, 그리고 최근 개편동향을 파악하는 것

이다. 따라서 각국의 공공부조제도를 역사적 전개과정 및 사회 발전과정 

측면의 맥락(context) 차원과 전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주로 과정 및 산출 분석의 적용이 

요구된다. 물론 성과분석과 앞의 과정분석과 산출분석이 실제 분석에 있

어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 동시에 분석방법상의 상호 연관이 적지 않기 때

문에(Gilbert & Terrell, 남찬섭․유태균 역, 2007), 그리고 제도의 성과 측

면의 국제비교도 본 연구에서도 주요하기 때문에 성과 측면에서의 분석 

또는 기술도 본 연구에 포함된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각 국가별 공공부조 전개과정의 맥락과 구조

4) 과정분석은 사회정치적 그리고 기술적-방법론적 변수들과 관련된 정책형성의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접근방법을 말하며,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
한 관계성과 상호작용과 계획된 자료의 투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주된 
관심으로 한다(Gilbert, Specht & Terrell, 1993, P.17-18; Gilbert & Terrell, 남찬섭․유
태균 역, 2007, P.25).

5) 산출분석은 기획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일련의 정책선택인 산물에 여러 가지 쟁점을 분
석하는 방법으로 산출연구를 위한 분석틀에는 할당, 급여, 전달, 재정의 네 가지 차원이 
적용되어진다(Gilbert & Terrell, 남찬섭․유태균 역, 2007, P.25; 이혜경, 2009).

6) 성과분석은 특정한 정책선택에 의해 실행된 프로그램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평가하는
데 관심을 둔다(Gilbert & Terrell, 남찬섭․유태균 역, 2007, P.27).



제1장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27

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과 산출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과정분석의 경우 과학적인 분석방법으로는 미흡

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연구자의 주관적 선입견이 작동할 여지가 크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이혜경, 2009, P. 81). 한편, 산출

연구의 경우 정책과정을 통해 정책대안들 중 선택된 정책의 내용을 특정 

기준이나 분석틀을 통해 분석하는 것으로 정책설계의 주요한 구성요소들

을 구분하고 분해하여 정확히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Gilbert & 

Terrell, 남찬섭․유태균 역, 2007),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진 분석틀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본 절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유형에 대한 고려와 함께 국가간 비교연구를 위해서는, “변

수중심방법(variable-oriented methods)”과 “사례중심방법(case- 

oriented methods)”으로 대표되는 분석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Ragin, 

2008; 남승연, 2013, P.290 재인용). 변수중심방법은 양적방법으로 사

례중심방법은 질적 연구로도 지칭 되는데, 사례중심방법과 질적 연구는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최영준, 2009, P.2), 본 연구도 제도에 대한 문

헌 및 통계 자료 고찰이 연구의 핵심 방법이므로 본 연구의 분석전략을 

질적 연구보다는 사례중심방법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합당하다. Ragin 

(1994)에 의하면 변수중심방법은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경험적 사

실들을  계량적 접근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 등의 

관계성을 분석하여 산재되어 있는 요소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파악하는 

일반화를 지향하는 반면, 사례중심방법은 비교 가능한 독립적인 실체들

을 가정하고 변수간의 인과관계와 같은 영향 측면보다는 사례자체의 맥

락과 특수성에 관심을 두어 특정결과가 발생하는 상황적 특성을 밝히는

데 그 초점을 둔다(안상훈, 2002 재인용; 이현주 외, 2003 재인용). 

계량적 방법론은 앞의 세 가지 분석유형 모두에 적용될 수 있지만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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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분석에 있어 정책효과성 평가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산출분석은 

계량적 분석보다는 주로 분석틀을 적용한 체계적 접근을 통해 정책선택

의 원인과 원칙, 형태와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Gilbert & Terrell, 1998; 

강욱모 외, 2006 재인용). 이 두 방법 중 변수중심방법은 지나친 일반화

에 대한 지향으로 개별 사례가 갖는 특수성과 요인간의 교호 작용을 간과

하는 측면이 있으며(남승연, 2013, P.290), 사례중심방법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각 사례들을 포괄하여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안승국 외, 2002, P.58).

본 연구는 이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분석전략들 중에서 변수중심

방법 즉, 계량적 접근방법을 통해 국가간 또는 국가내 사회복지정책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보다는 사례중심방법론을 적용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개별화를 통해 각국 공공부조의 현 제도 선택에 대한 특성

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과정분석을 연구에 적용하여 

정책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심도 있는 파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논리적으로 정교한 분석틀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되는 산출연구의 분석틀과 본 연구에서 병행적으로 사용하여 

국가별 공공부조제도를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3. 분석틀 설정 관련 선행연구 

사회복지정책의 국가별 비교의 분석틀 마련을 위해 검토할 선행연구들

은 복지정책 분석차원 측면에서 분석틀을 구성하거나, 이러한 분석틀을 

기반으로 실제 국제비교 및 제도설명을 수행한 연구들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연구자들이 비교연구의 틀을 구성하기 위해 수행했던 연구방법론 

연구들이, 후자는 국가간 비교를 위해 국제기구에서 수행한 공표자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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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이룬다. 후자의 경우 분석차원 및 각 분석차원에 활용될 구체적 변수

들이 제시되어 있어 분석틀의 각 차원에 대입한 해당 변수들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 및 관련제도 분석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길(Gil)(1973)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정책의 한 영역으로 보고 사회 

정책 전반을 개괄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정책을 사회 전체와 관련하여 이

해하고자 하는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이혜경, 2009 재인용; 박차상, 

2012 재인용). 프리그몰과 애서턴(Prigmore & Atherton)(1979)은 사

회복지정책평가의 접근방법으로 1) “문화적 가치”, 2）“영향력과 의사결

정”, 3) “지식에 관한 고려사항”, 4) “비용-편익” 등의 네 가지 차원의 준

거 틀을 제시하였다(봉민근, 2003, P.3 재인용).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

이 비교연구를 위한 산출연구의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분석적 접근방법으

로 3Ps(Process, Product, Performance)가 있으며, 각 접근방법은 계

획, 행정, 그리고 연구의 전문적인 역할과 주요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회

복지정책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Gilbert et al, 1993, P.17).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산출분석으로,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1974)는 산출분석과 관련하여 다음 네 가지 차원의 분석틀을 제

시하고 있다. 1) “사회적 할당의 근거는 무엇인가?(What are the bases 

of social allocations?)” 2) “할당된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

가?(What are the types of social provisions to be allocated?)” 3) 

“이러한 급여들의 전달에 대한 전략은 무엇인가(What are the strat-

egies of the delivery of these provisions?)” 4) “이러한 급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What are the ways to finance these pro-

visions?)”로 이것은 각각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원문제에 해당하는 것

이다(Gilbert, Specht & Terrell, 1993, P.43). 번스(Burns)는 사회보

건제도를 구상하는데 있어서 1) “급여의 성격과 양(the nat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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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unt of benefits)”, 2) “보장해야 될 위험의 대상과 유형(eligibility 

and types of risks to be covered)에 관한 것들”, 3) “재원조달 방법

(the means of finance)”, 4) “행정의 구조와 성격(the structure and 

character of administration)”을 분석틀로 제시하였다(이성기, 1996, 

P.21 재인용). 남기민(2001, P.259)은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1974)와 맥길(Magill)(1986)7)의 분석틀을 기초해서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틀을 1) 목표체계 2) 대상체계 3) 급여체계 4) 전달체계 5) 재

원체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1974) 그리고 번스(Burns)가 제

시한 네 가지 차원의 분석틀은 포괄적이면서 명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사회정책 비교분석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분석틀 선정과 

함께 이러한 네 가지 차원에서 사회복지제도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변

수들은 별도로 선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사회복지제도(본 연구에서는 

공공부조제도)의 국가간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분석틀에서 해당하는 

비교 변수들을 선택해야 하며, 이러한 분석틀에 맞는 요인과 변수들은 사

회과학 연구의 영역 중 국제기구의 사회부문 통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에서 생산한 자료들의 경우 국가간 비교를 위한 공통 영

역들과 구체적인 변수들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사회부문 통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OECD의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이다. SOCX는 OECD 가입국가들의 

사회복지지출을 기능별 영역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주로 영역

별 급여의 형태와 하위영역으로서의 세부적 프로그램들과 그것의 지출이 

제시되어 있다. SOCX를 통해 주요 국가들의 기능별 또는 정책대상별 주

7) Magill(1986)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로 1) 정책목표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원
조달을 제시하였다(남기민, 2001, P.25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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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프로그램 현황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지만, 사회보장관련 통계지표의 

국제비교가 주된 목적이므로 해당 국가 제도의 상세한 내용 즉, 대상 및 

급여 수준, 재원, 전달체계 등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MISSOC(Mutual Information System on Social Information)은 

EU 가입 국가들 간에 사회보호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변화를 공유하는 역

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까지 포함한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의 정보까지 포괄하고 있다8). 

MISSOC은 위 국가들의 사회복지제도를 12개 하위 영역과 300개 이

상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이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강혜규 외, 2012). MISSOC Comparative Tables9)은 앞에서 언

급한 12개의 하위 정책영역으로 구성된다. 구성영역들은 다음과 같은데, 

Ⅰ.재정(financing), Ⅱ.보건(healthcare), Ⅲ.질병(sickness), Ⅳ.출산

(maternity), Ⅴ.근로무능력(invalidity), Ⅵ.노령(old-age), Ⅶ.유족

(survivors), Ⅷ.산재(employment injuries and occupational dis-

ease), IⅩ.가족(family Benefit), 실업(unemployment),  Ⅺ.최저생계

보장(guaranteed minimum resources), ⅩII.장기요양(long-term 

care)으로 구성되며, 이 중 최저생계보장(Guarantee of sufficient re-

sources)은 공공부조제도와 관련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분석틀을 제

시해 주고 있다.  

국제적 비교를 위한 최저생계보장(Guarantee of sufficient re-

sources)의 세부 영역들을 살펴보면10), 먼저 일반적 비기여형 최저보장 

제도명(Designation)과 이에 대한 적용법률(Applicable statutory ba-

sis), 원칙(principle), 수급권자(entitled persons) 등을 제시하고 있으

8) MISSOC Homepage(http://www.missoc.org, 2014.6.28 접속)와 강혜규 외(2012) 참조 
9) MISSOC(2007, 2009) 참조
10) MISSOC(2007, 2009) 및 이성기(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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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첫째 수급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으

로 기간(duration), 국적(nationality), 거주조건(residence), 연령(age), 

노동의사(willingness to work), 다른 급여청구와의 관계(exhaustion 

of the claims), 기타 조건(other conditions) 같은 변수들이 포함 된다. 

둘째, 최저보장과 관련한 최저보장수준의 결정(determination of the 

minimum), 결정의 수준(level of determination), 자산조사적용 가구

범위(domestic unit for the calculation of resources), 고려되는 자

산(resources taken into account) 등이 포함된다. 셋째, 급여와 관련

해서는 범위(categories), 가족수당(family allowances)과의 관계, 급

여액(amounts), 급여환수(recovery), 급여수준 조정방법(indexation), 

사회통합촉진관련(measures stimulating social and professional 

integration), 기타 권리(associated rights)로 의료(health), 주택

(housing), 난방(Heating) 등이 포함된다. 넷째,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행정기구의 조직과 성격의 변수가 포함되며, 다섯째, 재정과 관련해서는 

재정규모(costs), 재원조달(financing) 등의 변수들이 포함된다.

MISSOC에서 제공하고 있는 변수들을 앞에서 언급한 산출분석의 분

석틀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분석틀의 각 차원(대상, 급여, 재원, 전달)의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표는 ‘Gilbert & 

Terrell의 분석틀’의 각 차원에 대한 의미와 선택의 대안을 보여주고 있

다. 먼저 대상의 경우 ‘사회적 할당’의 근거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의 문제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적용할 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급여의 경우 ‘사

회적 급여 형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복지제도에서 수급자들

에게 지급되는 현물 또는 현금 등의 급여 형태와 이를 더 확장하여 전이가

능성11) 정도에 따른 기회, 서비스, 재화, 증서 및 세액공제, 현금, 권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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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주로 급여형태를 분류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전달

에 대한 전략’은 대상과 급여가 결정되었을 때 그것을 이어주는 시스템, 

즉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복지급여 전달의 관리운영 주체와 전달전략에 관

한 분석을 그 핵심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재정은 재원과 이전체계에 관한 

것을 핵심으로 한다(Gilbert & Terrell, 남찬섭․유태균 역, 2007; 전연일, 

2011 재인용).

〈표 1-2〉 Gilbert & Terrell의 분석틀

구분 의미 선택의 대안

대상
수급자격

(할당영역)
사회적 할당의 
기반(근거)은 무엇인가?

귀속적 욕구, 사회적 공헌/심신상태에 
대한 전문가 판단
개인/가족의 자산상태에 따른 욕구

급여
급여종류

(대책영역)
사회적 급여형태는 
무엇인가?

기회/권력/사회서비스/물품/신용/
물품교환권/현금

재원
재원마련

(재정영역)

사회적 급여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사용자부담/민간모금/사회보험, 과세(국세, 
지방세, 특별세, 목적세 등)/위의 혼합

전달
전달방법

(전달체계)
사회적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공공전달체계(중앙집권/지방분권)
민간전달체계(영리조직/비영리조직)
위의 혼합(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혼합형
태, 영리와 비영리조직의 혼합)

자료: Gilbert & Terrell, 남찬섭․유태균 역(2007) P.111; 전연일(2011) p.178에서 재인용

  4. 분석틀 적용방향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 틀을 국가별로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

해서는 분석대상이 되는 변수들과 그것에 대한 범주가 정해져야 한다. 분

석의 차원은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1974) 또는 길버트와 

11) “수혜자에게 얼마나 많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할 수 있느냐”하는 정도를 의미한다(Gilbert 
& Terrell, 남찬섭․유태균 역, 2007,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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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럴(Gilbert & Terrell)(2007)의 분석틀을 활용하고, 분석 차원별 변수

의 구성은 MISSOC(2007, 2009)에서 제시하는 변수들을 활용하고자 한

다. 즉, 주어진 분석틀과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분석틀의 각 분

석차원과 분석차원을 통한 제도비교를 위한 각 구성변수들의 기본적인 

개념과 방향성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해 MISSOC이 국제비교를 위해 제

시한 범주별 변수들을 분석차원별로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표 1-3〉 분석틀 적용을 통한 MISSOC 주요 변수의 분류 

차원 구성변수 비고

공통
제도명(designation), 적용법률(applicable statutory basis),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급여의 목적(goal)
공통

대상

수급권자(entitled persons)
수급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 기간(duration), 국적(nationality), 
거주조건(residence), 연령(age), 근로참여의사(willingness to 
work), 다른 급여청구와의 관계(exhaustion of other claims), 
기타 조건(other conditions)
최저보장관련 : 자산조사적용 가구범위(domestic unit for the
calculation of resources), 고려되는 자산(resources taken into account),

수요측면

급여 

최저보장관련 :　최저보장수준의 결정(determination of the 
minimum), 결정 수준(level of determination) 
급여관련 :　급여의 범위(categories), 특수목적의 부가 및 단일급여
(specfic supplements & Single benefits), 최저보장과 가족수당
과의 관계(family allowances), 급여액(amounts), 급여환수 관련
(recovery), 급여수준 조정방법(indexation), 사회통합촉진(measures
stimulating social and professional integration)
관련 권리(associated rights) : 의료(health), 주택 및 난방 
(housing & heating) 등 

수요측면

전달체계 행정기구의 조직과 성격 공급측면

재정

재원조달원칙(Financing principle), 가입자 및 고용주의 기여, 보
험료율 또는 보험료율 상한(ceiling), 공공부문 기여, 장기급여 재
원마련 시스템 등

공급측면

자료: MISSOC(2007, 2009) Comparative table과 이성기(1996, P.22) 내용을 재구성 및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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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교에 적용되는 변수들의 경우 국가별로 공통적 제도의 구성요소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의 기본적 성격과 국제비교에 용이하지만 

국가별 특수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세부 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국가별 공공부

조 제도의 특수성을 밝힐 수 있는 해당 국가 고유의 변수의 발굴 등 국가

별 특성을 밝힐 수 있는 측면과 공통적인 부문을 통해 서로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두 부문 모두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4절 스웨덴 분석의 의의

복지는 각기 다른 사회계층의 생활조건을 평등하게 하며 빈곤문제를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회적 발명이라 할 수 있다. 코르피와 팔메는 

스웨덴의 포괄적, 일반적, 인구사회학적 복지모형은 현존하는 다양한 복

지모형 중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Korpi & Palme, 

1998, 2003).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스웨덴 복지모형은 빈곤을 최소한

의 수준으로 감소시킬 뿐 아니라 경제 발전을 이끄는데 성공하였다는 평

가를 받기도 한다(Pfaller et al., 1991). 저명한 미국의 정치학자인 스번 

스테인모(Sven Steinmo)는 스웨덴 사회적 환경에 대해 “스웨덴은 마치 

호박벌과 같다.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나는 것이 불가능해보이지만 이

들은 여전히 날고 있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스웨덴은 사회정책의 연구와 개편과정에서도 큰 관심을 갖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스웨덴의 사회정책이 여타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

대적으로 발전한, 그리고 좀 더 이상적인 상황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

다. 사회부조에 대한 본 연구에서도 사회복지가 발전한 스웨덴의 사회부

조는 어떠한 모습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스웨덴은 사회부조를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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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기제로 삼는 국가는 아니다. 사회부조가 사회정책의 주요 정책으

로 간주되는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과 다른 모습의 사회부조를 운영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사회정책 전반의 구조와 구성이 변

화된다면 사회부조는 기능과 위상도 변화될 것이다. 스웨덴은 다른 정책

구조 속에서 사회부조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것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웨덴은 사회부조 중심국가가 아니며 사회부조

가 여타의 보편적 제도의 보완적인 위상을 갖는 국가이다. 각종 사회정책

이 확충되고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한국에게는 스웨덴의 경험이 더 큰 유

용성을 가질지 모른다. 물론 스웨덴은 1990년대 중반 경제적 위기 이후 

사회정책이 위축되었고 이러한 기조에서 사회부조 정책도 그 정책지향과 

내용의 변화를 경험한 바 있다. 세게 각국이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서로 다

른 발전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스웨덴의 사회정책과 사회부조가 경험한 

역사와 현황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스웨덴에 대한 연구는 사

회부조를 이해하는 폭을 넓히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스웨덴은 지방정부가 사회부조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

이다. 적지 않은 다수의 국가들에서 사회부조는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제

도에 속한다. 이성기(1996)는 사회부조의 정부 간 관계를 행정책임과 재

정책임의 두 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한 바 있다. 이성기의 

분석결과, 중앙형(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프랑스, 등), 분담형(미국, 캐

나다, 일본, 덴마크 등), 지방형(독일, 이태리, 스페인, 스웨덴 등)으로 구

분되는데 스웨덴은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는 지방형이다. 스웨덴은 지방

형 국가 중 하나로 사회부조와 서비스와의 결합이 강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성기의 연구에 따르면 유형별로 대상과 급여의 특성이 상이하다. 자

산기준과 보호율에서 중앙형이 보편적인 성격이 강하고 급여수준도 중앙

형이 높은 반면 급여형태에서는 중앙형은 현금급여 중심이고 지방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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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현물급여를 혼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형이 서비

스와 연결이 긴 하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형은 대체로 사회부조 중심국가들, 분담형은 사회보험과 수당이 

발전한 국가들(이성기, 1996, p.80)이었다. 지방형에 대한 이해에서 지

방형이 사회보험과 수당이 발전한 국가들로 공공부조에 대한 비중이 낮

아 이에 대한 중요도도 낮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스웨덴은 사회수당 중심

으로 부조는 보완적이며 이러한 특성이 공공부조의 지방화를 초래하였으

며, 독일은 지방재정이 튼튼하여 지방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성기는 행정적 책임과 재정적 책임을 구분하여 양 기준을 활용하였으

나 재정적 책임은 자연스럽게 행정적 책임과 유관성이 높은 상태여서 재정

적 책임을 기준으로 중앙･지방 분담으로 구분도 가능할 것이다(이현주외, 

2003, p.31). 스웨덴은 여타의 복지정책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한 국가

여서 연금이나 수당 등으로 기초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회부조제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소득의 문제

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례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이 

지역단위로 서비스와 결합한 사회부조의 필요성을 더 높였을 수 있다. 

스웨덴은 일반적으로 사회정책의 비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고려되는 복

지국가 중 하나라는 점, 그리고 지방정부가 사회부조에 대하여 책임을 지

고 사회서비스와 결합된 사회부조를 운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에서 분석 대상국가로서 의의를 가진다. 스웨덴은 국가의 규모나 역사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복지정책 구상에서 비교적 이상적인 모델로 

자주 거론되어 온 국가 중 하나이다. 경로의존 등의 이슈로 스웨덴의 사

례가 우리와 다른 별개의 사례로 이해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웨

덴의 경험은 견고한 복지를 기반으로 경제와 복지의 조화로운 구성을 지

향하는 후발국에게 적지 않은 교훈을 준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사회부조제도의 위상과 역사

제1절  사회보장과 사회부조 위상

제2절  사회부조제도의 역사 

제3절  사회부조제도에 대한 정부 간 역할분담 

2제 장





제1절 사회보장과 사회부조 위상

복지제도와 국가의 의무영역을 연구한 로스타인(Bo Rothstein)은 스

웨덴의 복지제도를 4가지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공공서비스 영

역(예를 들어 탁아소, 공교육 및 학교, 노인시설, 보건소, 치매병원 등), 

둘째, 사회보험 영역(예를 들어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부모보험, 

노동재해보험), 셋째, 전체 사회구성원을 위한 현금 급여(예를 들어 아동

수당, 학비보조금 등), 넷째,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지원 (예를 

들어 일시적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마약환자들의 치유를 위

한 보조, 비행청소년 보호조치 등)을 들고 있다(Rothstein, 2006, p.25). 

로스타인은 4가지 복지정책 영역의 발전이 국가의 노동시장정책과 경제

정책과 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지적한 올손(Sven E. Olsson, 1993)

의 경험적 연구에 동의하면서 국민은 4개의 영역 중 1개 이상의 영역과 

연관되어 있고, 역으로 국가는 국민에게 1개 이상의 복지서비스와 급여

를 제공해 모든 국민들이 일정한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회부조는 위에서 언급한 4개의 국가사회복지 영역 중 4번째로, 특별

한 목적을 위하여(ad hoc) 일시적으로(temporarily) 국민이 자립적으로 

가계를 운영하기 어려울 때 국가가 개입해 지원해 주는 제도라 할 수 있

다(Rothstein 2010, p.27). 스웨덴에서 사회부조는 다른 여타의 복지제

도, 사회보험과 보편적 현금급여 그리고 기타 사회서비스를 수급한 이후 

사회부조제도의 위상과 역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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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려울 때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사회부조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빈곤층을 대상으로 선별

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산조사에 근거한 지원이라는 것이 사회부

조의 특징이다. 한편 사회부조는 대부분 기초욕구 영역에 대응하는 것으

로 한정된다. 예를 들면 일상적인 생계, 교육, 주거, 의료 영역이 그러한 

영역이다. 스웨덴의 경우는 의료와 교육은 보편적인 서비스로 제공되어 

빈곤층의 의료적 욕구와 교육욕구에 대하여 사회부조가 대응하고 있지는 

않다. 단, 주거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으로 국한되어 사회부조의 영

역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도 아니

다. 한편 일상적인 생계의 유지는 사회부조제도로 보장되는 대표적인 영

역이다. 우리나라 빈곤층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노인 빈곤에 대하여, 

스웨덴에서는 일종의 기초연금인 최저보증연금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

서 사회부조제도에서 대상자 중 노인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  

〈표 2-1〉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부조제도(음영처리)의 구조

욕구 영역 및 대상 집단

근로연령집단 노인 이민자

소득보장

가족(아동)수당

임금 연계 연금
이민자 취업과 

생계 지원

실업급여
*실업보험금고에서 관할

경제적 지원(Ekonomiskt bistånd)
*사회서비스와 결합

최저보증연금

교육보장
대학 및 대학원까지 무료교육(대학생 이상의 학생이 학업으로 소득활동을 

못하는 것에 대한 생계유지를 위한 대출제도 운영) 

주거보장 저소득층 주거지원

의료보장 국가 의료서비스(란드스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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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위하여 주거와 교육, 그리고 의료영역

의 기초보장은 관련 정책의 현황에서 다루고 이와 더불어 스웨덴에서 사

회부조의 위상에 큰 영향을 주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도 관련제도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회부조제도로 본격적

으로 다루는 제도는 빈곤층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경제적 

지원(Ekonomiskt bistånd)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유럽의 다양한 복지 형태 중 스웨덴모델은 조세를 기반으로 다양한 복

지서비스(보건, 교육, 보육, 노인돌봄)를 제공하며, 연금, 질병보험, 육아

휴직까지 모두 포함하는 관대한 포괄적 복지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하지

만 이러한 종합적 사회보호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수입과 재산의 부족에 의해 여전히 사회부조에 의지한다(Salonen, 

1993; Broström, 2015). 스웨덴의 사회부조는 전체 사회보장에서 큰 비

중을 차지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OECD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절대

적인 수준에서 높은 예산 지출의 정책이기도 하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면 스웨덴은 비교국가들보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이 

높은 국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단, 2000년대를 넘기면서 프랑스의 사회

복지지출의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여서 스웨덴이 공공사회복

지지출의 수준이 최고라고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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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주요국의 1인당 총 공공사회복지지출

(단위: 명목금액 PPPs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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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stat, Social Expenditures Statistics, http://www.oecd-ilibrary.org/statistics, 
2015.4.4 추출.

〔그림 2-2〕 주요국의 GDP대비 총 공공사회복지지출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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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stat, Social Expenditures Statistics, http://www.oecd-ilibrary.org/statistics, 
2015.4.4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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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조는 OECD 사회지출자료의 범주 구분에서 ‘기타 정책’에 해당

한다. 1인당 기타사회정책에 대한 지출을 보면 미국의 지출수준이 매우 

높다. 하지만 스웨덴의 1인당 기타사회정책 지출수준이 높다. 한국은 

2000년 이후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 

이후 나타난 변화로 해석된다. GDP대비 기타사회정책 영역에 대한 지출

을 보아도 스웨덴의 해당 지출 수준이 높다.

[참고 1] OECD 사회지출자료에 대한 소개

- 영역별로 노령, 유족, 근로무능, 보건, 가족, ALMP, 실업, 주거, 기타 정책

으로 구분

- 지출유형별: 현금, 현물포함

※ 영역별 프로그램

- 노령: 연금, 조기퇴직연금, 거주요양/가정간호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 유족: 연금, 기타 현금급여, 장제비, 기타 현물급여

- 근로무능력: 장애연금, 연금(직무상 재해 및 질병), 유급병가(산업재해 및 

질병), 유급병가(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 거주요양/가정간 호서비

스, 재활서비스, 기타 현물급여

- 가족: 가족수당, 출산휴가, 기타 현금급여, 데이케어/가정간호서비스, 기타 

현물급여

-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공공고용지원서비스, 직업훈련, job rotation/ 

job sharing, 고용인센티브, 지원고용 및 재활, 직접적 고용창출, 창업인

센티브, 실직보조금

- 실업: 실업보상/퇴직금, 노동시장 이유의 조기퇴직

- 주거: 주거지원, 기타 현물급여

- 기타 사회정책영역: 소득보조, 기타 현금급여, 사회부조, 기타 현물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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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주요국의 1인당 기타사회정책 영역에 대한 지출

(단위: 명목금액 PPPs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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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stat, Social Expenditures Statistics, http://www.oecd-ilibrary.org/statistics, 
2015.4.4 추출.

〔그림 2-4〕 주요국의 GDP대비 기타사회정책 영역에 대한 지출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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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stat, Social Expenditures Statistics, http://www.oecd-ilibrary.org/statistics, 
2015.4.4 추출.

스웨덴은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사회부조의 경우도 그

리 낮지 않은 수준의 제도운영 중에 있다. 아래의 그림을 보아도 스웨덴

에서 노령, 장애, 건강, 가족정책 영역의 공공사회지출 수준이 고루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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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회부조에 대한 의존이 높은 한국과 비교하

여도 GDP대비 사회부조 지출수준이 높은 상황이다. 2011년 기준 한국

의 기타사회정책에 대한 지출을 1로 하여도 스웨덴의 기타사회정책 지출

은 1.2에 달한다. 기초보장의 대부분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하나

의 사회부조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아직 복지제도의 상당 부분이 선별

적인 제도로 운영 중인 한국의 상황을 감안할 때 스웨덴의 사회부조에 대

한 지출 수준이 절대 낮지 않다. 각종 사회복지정책으로 여타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있어 사회부조의 상대적 역할이 작아도 절대적으로는 

이 분야에 대한 지출도 그리 낮지 않다는 것이다.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대상자의 규모도 기대보다는 크지만, 다른 이오는 사회부조에서 사회부

조의 운영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급여수

준이 높고 이 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전문화나 개별화가 높은 수준으

로 유지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5〕 한국의 기타사회정책 지출 대비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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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회정책 노령 유족 장애관련 건강 가족 적극적고용시장 실업 주거

   주: 2011년 GDP대비 한국의 기타사회정책 지출(0.6%)을 1로 보고 나머지 국가의 공공분야 지출 
비율을 산출 

자료: OECD.stat, Social Expenditures Statistics, http://www.oecd-ilibrary.org/statistics, 
2015.4.4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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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부조제도의 역사 

어떤 나라든 한 제도의 구축과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문화적 요소를 감안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스웨덴의 현 공공

부조 제도의 이해를 위해서는 역사 문화적 요소를 감안을 할 필요가 있

다. 역사적으로 1527년부터 루터교를 국교로 채택한 스웨덴의 공공부조

는 오랫동안 기독교적 전통에 따라 극빈자 구제, 빈민자녀 교육 등을 지

역 교구장의 책임 하에 운영되어 왔다. 1571년 교회법(Kyrkoordningen)

은 각 교구마다 수용시설을 건립해 음식과 기초 의료진단 등으로 제공해 

주도록 권고하고 있었다. 1642년 구걸법(Tiggarordningen)과 1686년 

교회법에 따라서 극빈자의 구제를 위하여 설립된 극빈자의 집은 빈곤층

을 수용해 음식과 주거공간을 제공해 주면서 재활교육과 병행해 읽기 등

을 가르쳐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Ohlmarks & Bahrendtz, 1981, p.330).

1734년부터는 교회의 극빈자구호 활동을 의무화하여서 적어도 굶어 

죽는 국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교회가 개입하도록 하였다. 1847년부터 

지역 교구위윈회에 빈민구제위원회를 두어 빈곤층의 등록을 받고 체계적

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빈민구제법을 공포해 시행하여왔다. 이 구제법은 

빈자를 두 분류로 구분하였다. 일생동안 일을 하였던 사람 중 병들거나 

늙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가난과, 음주․나태 등으로 인

하여 발생한 가난은 다르다고 전제하고 후자는 강제로 일을 시킨 후 지원

하는 구제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최연혁, 임재영, 2012, p.12). 

1871년에도 구빈법의 대상을 15세 이하의 아동 및 병자에 제한하는 구

빈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구빈법에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

을 하여야 하고, 직업이 없는 사람은 구빈 농장이나 수산장에서 일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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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부랑자는 처벌하도록 하였다. 1차 대전이 끝난 1918년에서야 빈민

구제활동과 사회적으로 일시적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Ohlmarks & 

Bahrendtz, 1981, p.516-517).

1차 세계대전 동안 경제성장으로 급격한 공업화가 이루어지자 농촌의 

생활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동시에 노동자의 생활환경도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렀다. 또한 1880년대에는 이민과 출생률의 저하로 인구가 감

소하여 핵가족 경향이 현저하게 진전되었다. 이러한 사회변화와 함께 기

독교의 사회운동이 강화되고 노동운동도 강화되면서 구빈법에 대한 비판

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932년 노동운동이나 생활협동조합 운동을 배

경으로 하는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이 

빠르게 발전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노인, 아동,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도입되었다. 노인복지분야에 있어서 1937년 처음으로 

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이 설치되었고, 연금이 개정되면서 연금 수급자용 

아파트가 건축되었다. 1943년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복지서비스

도 실시되었다. 아동복지 영역에서는 1937년 특별아동수당이 도입되었

다. 이 제도는 1947년 아동수당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944년에는 정

부가 지원하는 보육사업이 시작되었다.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도 1944년

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서비스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이루어

졌다.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소득보장과 주거보장이 시작되었고, 각종 

사회복지 제도를 통합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

여 구빈법이 개정되었다. 1957년 구빈법을 대신하여 사회부조법(Social 

Assistance Act)을 재정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스스로 근로로 생

계를 이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시행되었다(최연

혁, 임재영, 2012 & 신필균, 2011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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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부조정책은 스웨덴 방식의 복지제도가 개발되기 이전인 전쟁 

직후 존재했던 노인빈곤 완화 정책에서 유래되었다. 노인이 근로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스웨덴 모형의 필수적 요소라 여겨졌던 전후의 사회

복지제도는 거의 모든 국민을 포함했다. 실업자와 질병이 있는 이들에 대

한 사회보험 시스템은 사실상 노동시장 참여자에 한한 것이었다. 다시 말

해, 대부분의 혜택들이 직업이 있는 사람에게만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정치조직은 여전히 정규직에 대한 지원에만 집중하였으며, 실업이나 질

병, 노령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 지원이 가능

했다. 모든 시민의 생활수준이 실업이나 질병, 노령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목적이다. 넓은 의미에서 이 모델은 당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전후 모델(post-war model)은 상당수의 국민

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며, 적은 수의 대상자만이 사회부조에 의지

하였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업, 질병 보험 또는 연금과 같은 다른 프로

그램의 지원을 받았다. 

보편적인 복지 모델의 이상적인 형태에서는 사회부조의 생계비 지원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근로를 통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이

다. 사회부조를 지원받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신체적 문제나, 약물 문제

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다. 즉 생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

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과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생

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부조와 서비스제도가 운

영되어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병렬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면

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관련된 제도들 사이에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

지 못한다는 것이 지적의 내용이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유관 복지제도에 

대한 통합 입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과 함께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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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접근도 변화되었다. 서비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초점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서비스

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접근의 중요성이 지적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

지 큰 사회적 요청에 반응하여 1982년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 

Act; Socialtjänstlagen)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사회부조제도와 사회복

지서비스를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한 것이었다.  

이 사회서비스법은 1950년대와 60년대 사회보장 관련법을 통합한 법

령으로 이전까지 시행되고 있었던 알코올환자 보호법(1954), 사회구제법 

(1956), 아동보호법(1960), 아동보호법(1976)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이 법은 사회복지 서비스관련 규정집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법은 사회서

비스는 기초자치단체인 코뮨에서 관장하는 업무로 못 박고 있기 때문에서 

상위기관의 유사한 사회복지서비스관련 행정기구도 폐지하는 조치를 취

했다. 그 예로 란드스팅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알코올환자 보호위원회를, 

사회서비스법에 의하여 신설된 코뮨의 사회복지사무소 (Socialnämnden)12)

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SKL 2013, p. 251).

결국 스웨덴의 사회부조의 골격은 1982년 재정된 사회서비스 법이다. 

동 법의 재정에서 통합적 접근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개정 이전에는 개인

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분절적이었으며, 각기 다른 법에서 다루고 있었

다. 두 서비스의 통합은 개인의 삶의 다양한 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할 뿐

만 아니라, 전체적 맥락을 참작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자를 가족과의 관계에 국한해서 살펴볼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이나 

이웃관계와 같은 사회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하다는 사실이 강조되었

다(Proposition 1979/80:1 Om socialtjänsten, p. 116 & 125). 이는 

개인의 경제적 욕구는 그의 생활 상황과 분리하여 바라보는 것이 부적절

12) 직제상 사회복지국과 유사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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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의미이다. 

개정된 법에서는 보호가 합당하다고 여기는 취약빈곤층(deserving 

poor)과 그렇지 않은 빈자 구분을 약화시키고 모두의 평등한 시민권을 강

조하였다. 자발성과 자기결정에 대한 존중이 핵심이었다. 사회부조와 서

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사회서비스법은 지방자치정부가 사회부조 수급자

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6개 영역에 대한 ‘합리적 생활수준

(reasonable standard of living)’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대상자로 ① 아동과 청소년, ②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자, ③ 노인, ④ 기능적 장애인, ⑤ 범죄 피해자들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법은 5부, 총 76개 조항(section)으로 이루어져있는데 1조에

서는 사회서비스의 목표를, 2조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원칙으로 자기결정

권과 인권의 존중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6조에서는 사회부조 수급권에 

대해서, 11조에서는 대상 인구집단 및 문제별(약물중독, 아동, 청소년, 노

인, 장애인 등) 서비스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이현주 외, 2003, p.168). 

사회서비스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다. 주요 사회부조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하였

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사회부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리적 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법에 따라 사회부조, 사회사업, 사회적 돌봄이 지방정부

로 융합되었다. 지방정부에 시행권을 주고 일선의 사회복지사에게 각 사

례에 대한 급여결정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자유재량을 부여하였다. 공

공부조에 관한 사회서비스법은 급여 수급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이 

일반적인 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표명하고 있다. 이 법은 ‘합리적인 생

활 수준(reasonable standard of life)’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사회부조는 지방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크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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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다. 사회부조의 구체적 수준을 법에 규정하지 않았다. 지역에 따

라 욕구가 다를 수 있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단지 보충

적 지원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통제를 할 뿐 이다. 

즉, 중앙정부의 보건복지청(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13)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부조제도의 기준

을 제시하고 감독을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동 제도들의 실질적인 운영과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21개의 란드스팅

(Lanstings)에서 운영하며, 사회부조제도는 사회복지청에서 제시한 최저

보장 기준인 ‘합리적인 생활수준'을 근거로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90개의 코뮨(kommun)에서 운영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도 코뮨

에서 운영한다. 스웨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사회서비스와 사

회부조가 개별화된 방식으로 연계, 통합하여 제공되는 배경이라 하겠다. 

스웨덴 모형은 전후부터 1990년 초기까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것으

로 보였다. 경제발전은 통합적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

모의 공적부문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났다. 1990년대 초 스웨덴은 

극심한 경기침체에 직면했고, 사회복지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스웨덴은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겪었다. 보수와 진보정당 모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였다. 스웨덴정부

는 재정의 균형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였으며, 지출은 스웨덴 경제 상태에 

비해 과대했다. 1990년대 집권정부는 세금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엄격한 

자격기준과 수급액 삭감 등을 통해 사회지출의 축소를 시도하였다. 1990

년대 말, 재정 적자는 끝났으며 예산도 균형 상태를 회복하였다. 기존의 

몇몇 복지삭감정책은 종식되었지만, 스웨덴 복지제도는 이전의 위기상황

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Sunesson et al., 1998; Edlund, 2001, 

13) 보건복지청은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의 산하 조직이다.  



54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스웨덴편

2015). 사회보험의 보장률 저하와 같은 스웨덴 복지제도의 위축은 사회

부조 수급자 구성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청년‧이민자 등 다수의 수급자 집단은 단지 직업

이 없기 때문에 사회보험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부

조를 수급하게 된다. 다시 말해, 직업이 있는 자들은 실업이나 질병 등의 

위험에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음에 반해, 노동시장에 속할 수 없

는 자들은 결국 사회부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게는 사회부조가 갑작스런 어려움에 대한 단기지원으로서의 역할

을 하는 대신, 주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다수의 실업청년들

에게 사회부조는 가장 주요한 소득의 원천이다(Lorentzen et al., 2014; 

Salonen, 2013). 1990년대 스웨덴의 실업률 급증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심화되었다. 청년층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들은 일차 구

직에서 어려움을 겪는 집단으로 실업급여의 적용도 어려운 집단이었다. 

결국 사회부조의 주된 대상 중 하나가 되었다(Andren & Gustafsson, 

2004, p.55). 사회부조 수급의 가장 일반적 이유는 실업이나 질병이며, 

이는 통합적 원칙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회보험 지원범위와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 경제침체로 사회의 다양한 집단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증가한 실업과 

난민유입은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강화시켰다. 노령인구

의 증가도 돌봄 지원에 대한 요구를 불러일으켰다. 이 전 시기에 스웨덴

에서 사회부조지출은 전 사회지출 중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차지하였

다. 하지만 1990년대 사회부조 수혜가 증가하면서 지방정부에게 큰 부담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사회부조 수급기간의 증가가 이러한 지출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수급기간은 여전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이후 이

러한 상황은 조금 개선되어왔다(National Board of Heal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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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2005). 

반면 1990년대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공공분야에 있어서 인력삭감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흐름 하에 1990년대 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이 증가

하였고 돌봄 영역 서비스제공에서 경쟁체제를 갖추는 운영방식이 도입되

었다. 사회부조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는 1998년 사회서비스법 중 사회부

조 수급권 조항(Entitlement to Assistance Section, Section 6)의 변

경이다. 사회보장급여의 기준으로 ‘국가표준지원금(National Norm)’이 

신설되었고, 국가표준지원금 외 기타 추가지출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평

가(individual assesment)를 하는 내용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법 조항의 

변경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전에 지방차지단체 중 적지 않은 지역이 중앙

정부가 권장하는 사회부조의 기준을 무시하고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하였

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 이후 소개된 국가급여기준을 최소기준으로 

준수하는 것으로 법 조항이 변경된 것이다(Bjorn Gustafsson, 2011). 

국가급여기준(National Uniform Benefit Rate)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유재량을 줄이고 개인의 권리가 실현될 기반을 견고하게 하였다. 새로 

추가된 7a 조항은 사회서비스의 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체

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적절한 훈련과 경험이 있는 직

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장기 질환자나 노인, 또는 

장애인인 가까운 친척을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새로 도입되었다

(이현주 외, 2003, p.184). 하지만 반대의 변화도 있었다. 예를 들어 주

거비용의 기준이 낮아졌고 저소득자의 주거지원에서 적용받는 주거 급여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결정되도록 변화하였다. 또한 일부 사회부조 

제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  

사회서비스법은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법률의 일반적인 목적과 

근본적인 주요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2002년 이후에도 새롭게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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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법이 적용되었다. 스웨덴의 보건복지청(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05)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주요 개정 사항으

로 ① 공공부조에 대해 보다 강화된 항소권 ② 아동을 대체 가정에 보낼 

경우, 필수적으로 체계적인 양육플랜 마련 ③ 범죄 피해자와 해당 가족에 

대한 원조제공 ④ 노인 및 장애인 요양관련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새로운 

규정 ⑤ 사회서비스에 대한 보다 강화된 관리감독 등을 들 수 있다. 

2010년 스웨덴 사회부조는 단기적인 지원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개혁이 

있었다. 스웨덴의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제도(실업보험, 의료보험, 연금

보험, 부모보험)의 틀 내에서 지급되는 대체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

부 취약계층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즉 개인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상

황의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제공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

층의 일시적 재정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제도로 정착되어 있다. 1918년 

교회에서 국가로 편입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조금

(socialbidrag)의 명칭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우익정당의 집권 기간이었던 

2010년부터는 일시적 경제지원금(temporärt economiskt bistånd)이라

는 용어로 변경해 단기적 용도의 지원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부조부분은 현금지원을 중심으로 바꾸고, 나

머지 코뮨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료 및 건강복지 서비스와는 별도로 다루고 

있다. 지급대상자들은 대개의 경우 일신상의 이유로 노동시장에 투입될 수 

없을 때 단기간 수혜를 볼 수 있는 제도이지만, 사실 단기 수급자보다는 장

기실업 등의 문제로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주로 수급을 

받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올손(Sven E. 

Olsson)의 노동시장정책 연계는 매우 적절한 접근인 셈이다.

스웨덴의 사회부조는 종교 조직에 의한 빈곤층 구제에서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구빈법이 그러하듯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빈곤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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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적 구제도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전후 사회부조는 보다 인간적이

고 전문화된 지원으로 발전하여 왔다. 특히 1982년에는 법 개정으로 복

합적 문제를 가진 수급자에게 급여와 서비스가 통합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경제적 위기가 사회부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회부조의 수급 조건이 강화되고 이의 신청의 조건도 까다로워

졌다. 뿐만 아니라 사회부조가 장기 수급이 아니라 단기적인 지원임을 분

명히 하는 변화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의 변화와 함께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사회부조가 일정 수준이하로 보장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

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는 등 중앙정부의 관리 기능도 함께 강화되는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3절 사회부조제도에 대한 정부 간 역할분담 

  1. 지방정부의 책임

스웨덴에서 사회부조는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운영된다. 스웨덴은 정

치의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가장 작은 지역단위인 코뮨

(Kommun), 다음 단계의 단위인 란드스팅(Landsting), 그리고 국가단

위, EU단위이다. 스웨덴에는 290개의 코뮨, 21개의 란드스팅이 있다. 스

톡홀름에는 26개의 코뮨이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코뮨은 하나의 지역

(Delregion)을 구성하게 된다. 

스웨덴은 매우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갖고 있다. 선거는 정당 명부식 비

례대표제이며 4년마다 실시된다. 국가차원의 국회, 란드스팅, 코뮨, 선거

를 통하여 지역의 대표(의회와 행정책임자)가 선출되는 정치구조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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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주기는 중앙정부의 의회 위원 선거주기와 같다. 지역의 정책을 

책임지는, 즉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과 의회가 이분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의회중심으로 지방행정이 이루어진다. 즉 지방정부의 청은 의회에 직접

적인 관할 하에 있다. 지방정부의 의회는 상임위별로 운영된다. 스웨덴의 

행정부는 총리실과 각 부처로 구성된다. 중앙정부는 법과 예산편성 등에 

관여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은 개별 부처의 산하 기구인 청이나 공기업 

등에 의하여 집행된다. 예를 들어 복지는 사회보험청(Forsakringkassan)

과 보건복지청(Socialstyrelsen) 등이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데 보건

복지청은 지방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등의 영역에

서 지역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가이드를 제공한다. 

스웨덴 민주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인 지방분권주의는 

코뮨의 독립성에 대한 보장과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에서도 알 수 있다. 

스웨덴 기초헌법인 1974년 정부조직에 관한 헌법(Regeringsformen, 

Constitution of government institutions)은 1장 1절에서 “스웨덴의 

국가 통치는 자유의사의 결집과 보통평등선거의 기초 위에서 작동한다. 

이 목표는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그리고 지방분권의 정신으로 구

현된다”고 정의되어 있으며, 14장 12절은 “코뮨은 재정적, 행정적 사안

에 대해 독립재량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

권의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코뮨과 란드스팅의 재정독립

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조세권을 부여해 소득세를 지방이 독립적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Kommunallagen) 9장의 규정에 

따라 5명의 감사를 두고 재정 및 행정감사를 실행한다.

사회부조의 급여 및 서비스 제공주체는 주로 란드스팅과 코뮨이며, 재

원 또한 100%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충당된다. 즉, 사회부조와 사회서비

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부조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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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선정 기준 및 급여 수준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사회부조의 행정적 책임소재를 보면 사회부조 집행의 기

본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간 재정여건을 

고려한 조정의 역할을 한다. 스웨덴 국민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균등한 복

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지역의 경제능력에 따라 지

방정부간 서비스의 차이가 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 중앙정

부는 재정균등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다른 국가에도 많

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복지부분의 총괄적 집행과 감독은 보건복지부(Socialdepartementet)

에 귀속되고 스웨덴 정부예산의 가장 높은 예산액을 배정받는다. 2016년 

예산안(부록 참조)를 보면 전체 27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예산지출 항목 

중 9(건강,의료 및 사회보장), 10(질병 및 장애관련 경제적 안전), 11(노령

과 경제적 안전), 12(가족 및 아동의 경제적 안전)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 예산규모 9,233억 크로나이다. 2016년 정부예산 중 지방교부금 

933억 크로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에 이르고 있어 지방에 다시 분배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비용까지 포함하면 스웨덴의 예산은 40% 이상이 재

분배에 투입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계산에는 무상교육비, 

무상식비, 교육지원금 등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분배 비용은 더욱 늘어

날 수 있다.

스웨덴에서 코뮨과 란드스팅은 각각 다른 서비스에 대한 역할을 분담

하므로 상하 계층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선출된 코뮨과 란드스팅의 의

원과 의회는 각각 해당 지역민에게 적합한 서비스에 대해 선택해야하고, 

세금운용에 대한 독립된 권리를 가진다. 보건의료와 지역개발은 란드스

팅의 책임에 있다. 최근 지역의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 란드스팅의 책임

이 커지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성인학교까지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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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을 통한 주택제공 및 주택알선 등의 서비스도 코뮨에서 담당한다. 의

료와 교육은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된다. 란드스팅의 지출을 보면 대

부분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다. 그 외의 것으로는 대중교통과 인프라, 

지역개발, 그리고 정치적 활동이 전부인데 이 영역들에는 2013년 기준 

전 지출의 약 12%정도의 지출이 할애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6〕 스웨덴 란드스팅의 지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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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istics Sweden and Salar, 2013 재인용: SALAR, 2014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예를 들어 학교 아동 돌봄, 노인과 장애인 돌봄

은 코뮨의 책임 하에 있다. 코뮨은 법적으로, 정부간 계약으로 아래의 역

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SALAR, 2014).

1. 아동 돌봄 및 유치원 교육

2. 초등 및 중등교육

3. 노인 및 장애인 돌봄

4. 새롭게 이주한 난민에 대한 지원

5.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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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하수도

7. 인프라, 교통 시설, 대중교통

8. 환경적 문제에 대한 계획

9. 구조지원 및 응급상황 준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아래와 같다. 

1. 문화와 레저서비스

2. 주거

3. 산업 및 광고 서비스

스웨덴 복지서비스 제도를 체계적으로 담고 있는 사회서비스법의 ‘국민

의 사회부조에 대한 권리규정(Rätten till bistånd)’은 국민들의 사회, 경

제, 그리고 일신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가족 및 자신의 부양을 책임지지 못

할 때 각 코뮨의 사회복지사무소(Socialnämnden)가 구제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사회서비스법 4장). 이 법 2장에서는 사회복지서

비스 사무소를 운영하는 코뮨은 국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최종 책임

을 진다고 규정해 결국 사회부조는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

인 코뮨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스웨덴의 코뮨은 총 290개에 이르며 2016년 정부예산안 평가에 따르

면 전체 290개 코뮨의 총수입은 9,450억 크로나 중 임금소득세, 6,350

억 크로나, 그리고 지방교부금 1,510억 크로나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Regeringens proposition 2015/16, 지출항목:25-26). 아

래 [그림 2-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코뮨의 전체예산 중 공공부조 및 사

회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이르고 있다. 2004-2008년 기간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예산부분에서 공공부조가 차지하

는 비율은 8%에 이른다(Socialstyrelsen 2009,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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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기초자치단체의 항목별 예산지출 현황

자료: Prop. 2015/16:1, Uppgiftsroråde 25, 17쪽.

지방정부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은 지방정부의 세입과 관련

된다. 국민 소득세의 대부분은 지방세로 이루어져 있다. 코뮨과 같은 지

방정부가 세액과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세행정권을 갖고 

있다. 코뮨의 수입의 구성을 보면 2013년 5,650억 크로나였다. 그리고 

그 구성을 보면 세금이 67%를 차지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은 약 18%를 차

지한다. 지출을 보면 아동돌봄과 교육이 약 40%를 차지한다. 노인과 장

애인 돌봄이 약 31%이며, 재정적인 지원(생계지원과 같은)은 3% 정도이

다. 높은 수준의 세입이 있는 지역은 세입기반이 약한 지역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여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서비스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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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스웨덴 코뮨의 수입 비율

자료: Statistics Sweden and Salar, 2013 재인용: SALAR, 2014

코뮨과 란드스팅은 민간 기업으로부터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민간 서

비스 제공자도 공공 기관과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U

의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스웨덴의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범위의 의

무를 가진다. 이들은 지방세와 시민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에 의해 운영된다. 세금은 지역민의 수입에서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

며, 이 비율은 코뮨과 란드스팅에서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은 또

한 중앙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지방세는 평균 30%이며, 

20%는 코뮨에, 나머지 10%는 란드스팅에 지급된다(SALAR, 2014). 

1956년부터 체계적으로 코뮨으로 이전되기 시작한 복지서비스 및 기

초생활보장형 제도의 도입은 철저하게 스웨덴 기초지방자치의 주체인 코

뮨의 독립적 활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의 290

개 코뮨은 동일하게 사회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무소를 두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부조 제도가 코뮨에서 운영되는 것이지만 다양한 중앙기

구와의 연계활동을 통한 사회부조 활동과 보건복지청의 감사를 통해 국

가의 일정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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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연계형 지방분권적 공공전달체계라 정의할 수 있다. 전국에 걸쳐 거의 

동일한 행정적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의 활동은 행정적으

로는 290개 코뮨에 소속된 기관이지만 다양한 보호 프로그램의 재원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기관과의 정책공조로 인해 국가 재정감사기관인 감사

원의 피감사대상이기도 하다. 아래 장에서는 보다 상세히 각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표 2-2〉 정부 간 복지의 사회부조 집행 체계

스웨덴에는 29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사회서비스법 시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주춧돌의 역할을 한다(2장 1절). 이는 개인 스스로 생계 

유지가 어렵거나 다른 기관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방

자치단체가 지원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다. 만약 원조의 책임이 분명하

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소재가 확실해 질 때까지 지원을 제공

할 책임이 있다(Governmental bill 1979/80, 1: 524). 개인의 법적 권

리 강화와 소송 방지를 위해 사회서비스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

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서비스 제공

의 책임이 있으며,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다른 지역이 책임을 갖기도 한

행정집행체계 업무협약기관 감독기관 평가기관

정부
보건복지부
(Socialdepartement)

중앙기구
보건복지청
(Socialstyrelsen)

국영고용센터 
(Arbetsförmedlingen)
사회보험청 
(Försäkringskassan)

감사원 
(Riksrevisioen)
(재정감사)

행정평가원 
(Statskontoret)
(행정의 질 평가)

광역기구 란드스팅 (Landsting)

기초단체

코뮨(Kommun)
사회복지사무소 
(Socialnämnden)

공기업 및 사기업 
(Offentliga bolag & 
privata bolag)

감사
(Re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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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회서비스법 2장 2절). 만약 개인이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경우라면 

가장 깊은 유대가 있는 지역이 지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코뮨의 책임소재 규정 중에서 이 규정은 여행, 가족방문 등으로 주민등

록지에서 떨어진 곳에서 머무르게 될 경우 특별 상황이 발발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중간에 끼인 국민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코뮨의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부조제도 운영은 중앙정부의 보건복

지부와 란드스팅의 행정부(County Administrative Board)가 관리‧감
독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어떤 기관도 란드스팅의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반박할 수 없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

장하고 있다.

대상자가 본 주거지가 아닌 지역에서 사회부조 혜택을 신청하면, 그 지

역은 응급상황(acute situations)에 대한 지원 의무만을 가진다(사회서

비스법 2a장 2절). 응급상황이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말하며, 본인의 주

거 지역의 지원이나, 또는 다른 정부기관의 지원을 기다리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를 말한다. 긴급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 거처 및 음식

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이 그 예이다. 본인의 주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에서 위기상황을 경험하여 일시보호를 받는 대상자와 아동이 본인의 주

거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코뮨에서 응급상황에 맞는 필요한 지원과 원조(재정지원, 주거 지원, 아

동에게 필요한 활동)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Governmental bill 

2010/11, 49: 37). 그리고 대상자가 현재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거주지 코뮨으로의 복귀여부가 불가능해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머무

르게 될 경우 거주지 자치단체는 사망 시 장례절차를 위한 이동비용, 대

수술비용 등의 위험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현재 머무르고 있는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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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14) 스웨덴 망명신청법(Asylum 

Seekers Act: ASA)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사회부조의 대상이 아니다

(사회서비스법 4장 1절). 이는 스웨덴 자국민이 아닌 모든 이들에게 마찬

가지로 적용되는데, 스웨덴 국민이 아닌 거주자들은 예외가 없이 응급상

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The Parliamentary 

Ombudsmen (JO) 1994/95: 272).

전국 290개 코뮨의 행정기구인 사회복지사무소의 활동은 자체 사회부

조활동을 통한 지원제도 뿐 아니라 장기실업자들의 직업알선, 질환자들의 

재활치료 등을 위해 3개의 상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같

은 내용은 사회서비스법 12장의 규정에 따른다. 국영 고용센터는 중앙행

정기관으로 실업자들을 위한 재취업교육 및 직업교육, 그리고 직업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뮨의 사회복지사무소와 긴 한 업무협조를 통해 

공공부조를 통한 지원과 실업자교육기금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열어 놓고 있다. 장기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의 고갈로 일시적으로 공

공부조 혜택을 볼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재취업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재

취업교육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상 25% 이상의 파트

타임 노동시장에 참가할 경우 다시 6개월의 공공부조 혜택을 볼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위 부분에서 언급한 바 있다.

사회보험청과 란드스팅과의 업무협력관계는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병가기간 최초 12개월까지는 국가사회보험청에서 지급하는 병가급여

를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치유하는데 오랜 기간이 필요한 질병이나, 만

성병으로 인해 장기재활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환자에게는 병가급여의 혜

택기간인 12개월이 넘어 고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수혜대

14) 여기서 지속적으로라는 의미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황에 따라 한 곳에 머무르는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길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해석상의 문제점으로 
남아있기는 하다(이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법 2장의 특별규칙인 2a 장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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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코뮨의 사회복지사무소는 상급 두 기관과의 유

기적 업무협조관계를 통해 수혜자가 일정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책임을 갖는다.

코뮨의 행정부처인 사회복지사무소는 복지서비스 업무에 대한 일반적 

행정평가는 자체 감사 및 내부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상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정서비스는 감사원(Riksrevisionen)의 

재정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재정감사는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효율성, 

경제성, 결과성에 대한 평가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의 질에 대

한 평가는 따로 행정평가원(Statskontoret)의 평가를 통해 업무의 적절

성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업무 효율성, 정책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가 이

에 포함된다.

공공부조 수급자의 의무규정과 함께 코뮨 사회보험청의 의무규정도 함

께 명시하고 있다. 사회보험청은 취약계층 주민의 개인 신상과 정보를 확

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사회서

비스법 15장 1-2절). 또한 코뮨 사회보험청은 국가사회보험청의 정보요

구 시 개인의 신상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국세청 등 세무관

계 등에 관련한 개인신상정보 요구 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코뮨 내에서 

개인서비스 관계와 연계될 때 개인신상정보의 공유도 가능하고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타 개인정보의 비 과 보호

에 관한 법(2011, p.328)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결정내용의 정보공

개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진다.

  2. 중앙정부의 관리

코뮨의 사회복지사무소는 코뮨의 행정조직으로 회계감사의 대상이 된

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무소는 행정적으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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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업무상 보건복지청(Socialstyrelsen, Th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사회서비

스법 12장). 보건복지청은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으며, 

국가조례(Regeringsbrev; Government Ordinance)의 문서를 통해 업

무의 성격, 활동영역,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매년 연말에는 활동보고

서(Aktivitetsrapport; Annual report of activity)를 주무 부처에 제출

해 평가를 받는다.

스웨덴 보건복지청(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afre)의 역

할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조치, 평가, 조사와 검토이다. 조직구성, 개

발과 정보에 대한 검증을 담당한다. 법과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기준

(norms)의 개발하며, 이러한 기준은 그 역할 내에서의 규범(regulations)

과 일반적 지침(guidline)을 포함한다. 그리고 의료전문직에 대한 면허증

을 발부한다. 보건복지청 아래 있는 보건과 사회적 돌봄조사국(Health 

and Social Care Inspectorate)은 ‘기능적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지

원과서비스에 관한 법(Act concerning Support and Service for 

Persons with Certain Functional Impairments: LSS)’ 하의 각종 활

동과 보건,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슈퍼비전을 제공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해당 영역에 대한 조사는 대개 정기적으로 그리고 또 수시로 이루어진다. 

이 영역에서 예를 들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치료센터와 같은 기관에 대

한 허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부조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

라 스스로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조사방

법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활동계획과 같은 업무 프로세스를 갖는 것이 중

요하다. 자활을 위한 개입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대상자가 개입계획과정

에 직접 참여하느냐의 문제이다. 자활을 위해 대상자의 어려움과 자원은 

함께 조사되어야 하며, 상담과정에서 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맞춘 개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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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계획해야 한다.

이에 대한 지원으로, 보건복지청은 스웨덴 지방정부연합(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Regions: SALAR)과 공동으로 

2011년부터 사회부조 혜택을 포함한 한 영역에 대한 비교보고서(Open 

Comparisons, www.socialstyrelsen.se/ oppnajamforelser/ eko-

nomisktbistand)를 발간하고 있다. 비교보고서는 분석을 위한 지표기반 

방식(indicator-based tool)으로, 대상자의 시각으로 과정의 품질을 증

진시키는 목적을 갖고 사회서비스를 모니터링, 개발한다. 비교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품질개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결국 코뮨 소속의 사회복지사무소 활동의 적절

성과 위법성에 대한 최종결정은 보건복지청(Socialstyrelsen)에 귀속되

며 이의 결정에 항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건복지청은 코뮨

의 사회복지서비스 질에 대한 행정감독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서

비스질의 평가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국가기관이다.

예산집행에 관한 감사는 통상적으로 코뮨의 소속기관으로 크게 다르지 

않지만, 효율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집행, 질환자의 재활활동지원을 위해 

란드스팅, 사회보험청(Försäkringskassan,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그리고 국영 고용센터 등과 함께 시행하고 있는 재활 프로그램

에 대해서는 감사원(Riksrevisionen, Swedish National Audit Office)

의 재정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사회서비스법 2장 6절). 즉 행정적

으로는 코뮨의 일반 행정감사 대상이지만, 주민들의 다양한 지원을 위한 

재원이 란드스팅, 사회보험청,국영 고용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감사원의 특별 재정 감사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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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방정부 연합의 역할 

스웨덴에는 지방정부 연합 조직으로 일종의 민간 협의체 조직이 운영 

중에 있다. 스웨덴 사회부조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회정책 운영이 지방

정부 관할 업무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연합체인 위 조직의 역할이 중요

하다. 스웨덴 지방정부 연합(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Regions: SALAR)은 사용자 연합임에 동시에 지방정부를 대표, 지

지하는 조직이다. 회원 조직의 직원 수와 납세능력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

료와 수업, 컨퍼런스, 자문수당 및 기타 외부 재원에 의해 운영된다(SKL, 

Verksamhetsplan och budget 2015). 

SALAR는 사용자 연합조직으로 조직구성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그

들에게 서비스하고 지원한다.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가입한 스웨덴

에서 가장 큰 사용자 조직이다. SALAR는 구성원들의 집단적 동의를 이

끌며 사용자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사용자들이 지역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모든 스웨덴 지

방정부, 지방의회가 조직을 구성하며, 자율의사에 의해 참여한다. 지방정

부의 연합은 고용주의 조직이고 구성원인 지방정부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다(SALAR, 2014). 정책과 관련하어 이슈를 발굴하

고 여론을 환기시키며 결정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이 조직은 지방정

부를 대표하여 중앙정부에 정책과 관련된 제언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

간으로 보고서15)를 작성하여 관련 이슈와 이 이슈에 대한 지방정부의 제

안을 담아 발간한다. SALAR는 또한 문제를 제시하고, 행동하며, 국민들

을 교육함으로써 지방정부를 지지한다. 조직원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중

15) 이하 관련 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였다.
The 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Regions (2014). An 
association for its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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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외부 변화에 주목하여, 그들을 돕는 것이 SALAR의 목표이다. 조직

구성원을 대변하여 정부와 스웨덴 의회, 정부 조직과 EU와 같은 중요 조

직과의 대화한다. 

한편 스웨덴에서 지방정부는 백만 이상의 고용인을 고용한 거대 고용

주이다. 따라서 지방정부 연합은 집합적인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며 지방

정부 스스로 협약을 체결할 재량의 여지를 주기도 한다. 아래는 지방정부

연합의 조직도이다. 아래의 조직도를 참고할 때 위원회의 사회정책 부서

에서 사회부조에 대한 논의 및 제언 등의 일을 담당한다.

 

〔그림 2-9〕 스웨덴 지방정부연합(SAKAR)의 조직도

자료: SALAR (내부자료). Municipalities, county councils and regions –in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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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인구학적 여건

우리나라 사회부조제도 대상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인구집

단은 노인일 것이다. 노인은 근로능력이 저하되어 어느 사회에서나 빈곤

에 취약하다. 유럽에서는 이민자집단도 사회부조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인구집단이 되었다. 스웨덴의 노인인구비율을 보면 1990년대 이미 노인

부양비가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가 2000년을 넘기면서 다소 감소한

다. 아동의 인구비율도 감소하여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무가 높아진 배경

이 되었을 것이다.  

〔그림 3-1〕 부양비 추이

(단위: %) 

   주: 1) 총부양비=(15세 미만 인구+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2) 아동부양비=(15세 미만 인구÷15~64세 인구)×100
        3) 노인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자료: OECD.Stat(2015). Population. Population Statistics에서 2015.10.22. 추출. 

사회부조제도의 여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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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준 스웨덴 가족의 구성을 보면, 부부가구는 전 가구의 

54.14%이다. 부부가구 중 자녀가 없는 부부가구가 27.87%로 자녀가 있

는 가구의 비율(24.27)보다 높았다. 또한 한부모 가구에서는 모자가구가 

5.07%로 부자가구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구

가 전 가구의 약 30%에 이른다. 단독가구는 전체의 36.22%로 매우 높다. 

〈표 3-1〉 2011년 가구유형
(단위: %) 

부부중심
가구 총합

한부모
가족

단독
가구

기타 
가구자녀 유 자녀 무 모자가구 부자가구

54.14 24.27 27.87 6.62 5.07 1.56 36.22 5.02

자료: OECD(2015b). Family size and household composition. OECD Family Database에
서 2015.10.22. 추출. 

스웨덴에서 사회부조의 대상으로 수급자 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이민자이다. 이민자의 수는 1940년대부터 크게 증가하여왔다. 그리고 1990

년대로 한정하여 보면 1970년대 중반 1990년대 중반 그리고 2000년대 중

반에 큰 폭으로 증가하여왔다. 

〔그림 3-2〕 1850-2007년 스웨덴 이민자 수 추이

자료: Kalls SCB (2009). Befolkningsutvecklingen I riket. Ar 174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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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인구 중 해외출생자녀, 부모 모두 해외 출생인 자녀와 부모 중 

한쪽이 해외 출생인 자녀 모두 그 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해외출생자녀의 

수는 2000년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민자는 대개 미취업상태

로 스웨덴으로 이동하여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림 3-3〕 스웨덴 해외출생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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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생자녀 부모모두해외 출생인 자녀 부모한쪽이 해외출생인 자녀 부모모두스웨덴 출신인 자녀

자료: Statistics Sweden 15.10.22. 추출

제2절 경제와 소득분배구조

스웨덴에서 사회부조 수급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실업이다. 노인의 상당

수는 이미 연금제도로 빈곤에 대비하거나 대응하고 있어서 사회부조는 

주로 근로연령층의 빈곤에 대응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불안정과 실업은 

사회부조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1980년대까지 스웨덴은 OECD국가들 가운데 실업률이 낮은 국가였

고 거의 완전고용 수준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대공황에 맞먹는 실업률에 허덕이게 되었다. 1989년 불과 1.5%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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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실업은 1992년 8.3%로 늘어났으며 당시의 재훈련과정을 포함하면 두 

자리 수치가 될 것이라 우려하였다(강명세, 2001, p. 69). 최근의 실업률 

추이를 보면 실업률은 2000년대 들어서 증가하였다가 다소 낮아졌으나 

2000년대 말 다시 높아졌다.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특히 높다. 2000

년대 초에 크게 증가한 청년 실업률은 2014년 약 23%로 매우 높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3-4〕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OECD.Stat(2015). Unemployment Rate by age and gender. Labour Force Statistics
에서 2015.10.22. 추출

장기실얼자 비율도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1년 

이상의 장기실업률을 보면 스웨덴은 OECD 국가평균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스웨덴의 장기실업률은 2000년대 후반 증가하여 다시 

감소하지 않은 채 악화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실업은 사회

부조에서 수급자의 수급기간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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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장기실업자 비율 추이 

(단위: %) 

자료: OECD.Stat(2015). Incidence of unemployment by duration. Labour Force 
Statistics, 2015.10.22. 추출. 

스웨덴의 고용률을 보면 고용률을 보면 OECD 국가평균보다 높다. 이

러한 경향은 2000년대 이후 계속된다. 전체적으로 고용률은 2009년 즈

음의 경제 불황을 전후하여 다소 낮아졌었지만 대체로 2000년대 중반이

후로는 양호한 상황이었다. 단, 15-24세 연령의 고용률이 다른 인구집단

과 비교하여 낮다. 

〔그림 3-6〕 고용률 추이

(단위: %) 

자료: OECD.Stat(2015). Employment Rate by Age Group. Labour Force Statistics에서 
2015.10.22.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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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국가들에서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과 비교하여 낮다. 스웨덴

의 경우 남녀 고용률의 차이는 크지 않다. 그리고 가임기, 양육기 연령대 

여성의 고용률도 그리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  

〔그림 3-7〕 성별 연령대별 고용률(2013년 기준)

(단위: 세, %) 

자료: OECD(2015a). 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OECD Employment 
database에서 2015.10.22. 추출. 

2013년 기준, 스웨덴의 청년실업률은 24%로 15~24세에 해당하는 노

동시장 참여인구 50.7만 명 중 15.6만 명이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평균 청년실업률과 비슷한 수치이

지만 스웨덴 전체 실업률이 7~8%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청년실업률이 높다. 청년실업자 15.6만 명중, 절반 정도

에 해당하는 7.6만 명의 청년들은 학교에 재학하면서, 파트타임 혹은 전

일제 일자리를 구하는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년실업률은 감

소 추세를 보이며 2015년 상반기, 20%(12.4만 명)로 하락했으나 현 스

웨덴 정부는 이 비율을 유럽연합 내 최저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

책을 시도하고 있다(송지원 2015,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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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유럽연합 회원국의 청년실업률 비교(2013년)

(단위: %)

자료: Eurostat.

〔그림 3-9〕 유럽연합 회원국의 청년실업 중 장기실업(12개월 이상) 비율

(단위: %)

자료: Eurostat.

청년실업률이 높아서 고용상태도 아니고 학업이나 훈련과정에서도 벗

어난 니트족(Neither in Employment, Education nor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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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T)의 규모가 낮지 않다. 물론 교육제도 등 사회여건의 차이로 OECD 

평균보다는 낮으나 2000년대 니트족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0〕 니트족(15~29세) 추이 

(단위: %) 

자료: OECD.Stat(2015). Access to education, participation and progression. Education 
at a Glance에서 2015.10.22. 추출. 

스웨덴의 경우 청년실업률은 높고 사회부조 수급자 중 청년의 비율이 

낮지 않지만 이 문제는 수치보다는 그리 심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스웨덴 통계청에서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실업률을 계산할 때에는 

청년실업자가 학생인 점을 감안하지 않는다. 청년실업률 산정 시 직장이 

없거나 시간제 일을 원하는 학생을 포함하고, 또한 청년 중 앞으로 몇 주

간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실업으로 간주한다. 추가로 청년이 최근 4주

간에 걸쳐 구직이나 시간제 근로를 했을 경우, 특히 청년이 단지 구직광

고를 읽었을 경우에도 실업으로 간주한다. 또한 청년이 구직하는 데 성공

해 앞으로 3개월 내에 취업할 경우에도 실업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나

이가 15세이며 9학년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고등학교 시작 전 여름방학 

동안 할 일을 찾는 경우에도 청년실업으로 계산된다(손혜경, 2012). 

청년실업자 네 명 중 한 명이 사실상 재학 중임에도 청년실업자로 간주

되는 것은 여름방학 동안 할 일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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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이유로 일부의 학자들은 100% 학생이면서 일을 찾지 않을 경우에

는 실업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하고 동시에 연령이 15~24세 사이의 전체 

스웨덴 청년 인구를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을 계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청년실업률은 6.6%로 내려간다(손혜경, 2012). 즉 청년 실업

률은 실제보다 높게 집계되고 있으며 청년실업은 그 기간도 길지 않아서 

수급자 중 청년의 문제가 수치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리 고질적인 것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이 문제는 스웨덴에서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스웨덴은 사회부조 수급자로 

편입되기 전 고용정책으로도 청년 실업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스웨덴은 빈곤율이 비교적 낮은 국가에 해당된다. 하지만 최근 스웨덴

의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다. 세후 기준으로 보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 

빈곤율은 악화되어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할 때 1991년 빈곤율은 약 

5%이지만 2012년에는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다. 

〔그림 3-11〕 상대빈곤율 추이 

(단위: %) 

   주: 2011년~2012년 빈곤율은 2012년 이후 개정된 새로운 소득 정의에 따라 변경된 데이터를 적
용한 결과임. 

자료: OECD.Stat(201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Social Protection and 
Well-being에서 2015.10.22.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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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빈곤율을 보면 청년층 빈곤율이 높고, 빠르게 악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빈곤율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노인빈곤율은 2012년 약 15% 정도에 이른다. 하지만 66세에서 75세 사

이 노인의 빈곤율은 청년층 빈곤율보다, 그리고 26세에서 40세 사이 근로

연령층 집단의 빈곤율보다 낮다. 이러한 여건을 보면 스웨덴에서 사회부

조제도가 우리나라와 달리 근로빈곤층에 좀 더 초점을 두어 운영될 수 있

다. 스웨덴의 노인빈곤율은 그 절대적 수준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노인이 사회부조제도 수급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크게 낮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여건이다.  

〔그림 3-12〕 연령대별 상대빈곤율 추이 

(단위: %) 

   주: 2011년~2012년 빈곤율은 2012년 이후 개정된 새로운 소득 정의에 따라 변경된 데이터를 적
용한 결과임. 

자료: OECD.Stat(201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Social Protection and 
Well-being에서 2015.10.22. 추출. 

인구집단별 빈곤율을 보면 다시 보면 앞서 그림에서와 같이 2000년대 

들어서 아동빈곤율이 악화되었다. 아동빈곤율은 2000년 이후 전체 빈곤

율이 완화될 때에도 증가하였다. 대부분 아동빈곤은 근로연령층의 부모

의 빈곤율과 관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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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스웨덴 빈곤과 불평등 변화

Dataset(s) gini
중위50기준 
상대빈곤율

중위50기준 
아동빈곤율

중위50기준 
노인빈곤율

2005 0.239 5.596 4.720 6.610 

2000 0.257 6.611 4.252 8.008 

1995 0.221 6.575 2.621 2.712 

1992 0.229 6.672 3.022 6.439 

1987 0.213 6.698 3.071 8.438 

1981 0.197 5.319 4.799 2.889 

1975 0.215 6.482 2.287 13.910 

1967 0.260 10.635 6.388 15.923 

자료: Data extracted on 04 May 2015 04:27 UTC (GMT) from OECD.Stat

앞의 표에서 보면 스웨덴에서 불평등은 1980년대 이후 계속 악화되었

다.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스웨덴의 불평등을 보면 1990년대 중반에 불평

등이 악화되었으며 2000년대 말에도 다시 한 번 악화된다. 이렇게 악화

된 불평등은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않았다. 

〔그림 3-13〕 지니계수 추이

   주: 1) 가처분소득 기준
        2) 2012년 빈곤율은 2012년 이후 개정된 새로운 소득 정의에 따라 변경된 데이터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OECD.Stat(201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Social Protection and 

Well-being에서 2015.10.22. 추출. 



86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스웨덴편

스웨덴의 공적사회지출의 변화를 보면 역시 높은 수준에 있다.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스웨덴의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의 수준은 높다. 단

만 공적사회지출의 변화를 보면 스웨덴의 공적사회지출은 1990년대 중

반, 크게 낮아졌고 최근까지도 이전의 높은 수준으로 지출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OECD평균은 2009년 이후 증가하였지만 스웨덴은 동기

에도 OECD평균만큼 상승되지 않았다. 

〔그림 3-14〕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 추이

(단위: %) 

자료: OECD.Stat(2015). Social Expenditure-Aggregated data. Social Expenditures 
Statistics에서 2015.10.22. 추출. 

부문별로 스웨덴 공적사회지출의 변화를 보아도 전체적으로 1990년

대 중반 이후 대부분의 영역에서 지출이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단 하나

의 영역, 보건 부문에서는 2000년대 말 이후 작은 폭으로 지출이 증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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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GDP 대비 부문별 공적사회지출 

(단위: %)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 전체

1990  8.4 0.6 5.5 6.0 4.3 1.6 0.8 0.6 0.5 28.5 

1991  8.7 0.7 5.2 5.9 4.7 2.2 1.5 0.8 0.6 30.4 

1992 10.3 0.7 4.6 6.8 4.8 2.8 2.5 0.9 0.7 34.1 

1993 10.7 0.8 5.3 6.5 4.4 2.8 2.7 1.2 1.1 35.5 

1994 10.4 0.8 5.1 6.2 4.3 2.8 2.4 1.2 1.1 34.2 

1995  9.8 0.7 4.9 6.0 3.8 2.2 2.3 1.1 1.0 31.8 

1996 10.0 0.7 4.7 6.2 3.5 2.2 2.1 1.0 1.0 31.4 

1997  9.8 0.7 4.5 6.0 3.3 2.1 2.1 0.8 0.9 30.2 

1998  9.5 0.6 4.7 6.0 3.3 2.4 1.8 0.8 0.8 30.0 

1999  9.3 0.6 4.9 6.0 3.2 2.2 1.6 0.7 0.8 29.4 

2000  9.1 0.6 5.1 6.0 3.0 1.7 1.4 0.6 0.7 28.2 

2001  9.1 0.6 5.4 6.3 3.1 1.6 1.1 0.6 0.7 28.3 

2002  9.2 0.6 5.7 6.5 3.2 1.5 1.0 0.6 0.6 29.0 

2003  9.8 0.7 5.8 6.7 3.3 1.1 1.2 0.6 0.7 29.8 

2004  9.6 0.6 5.7 6.5 3.3 1.1 1.3 0.5 0.6 29.2 

2005  9.4 0.6 5.5 6.4 3.3 1.2 1.2 0.5 0.6 28.7 

2006  9.1 0.6 5.4 6.3 3.4 1.2 1.0 0.5 0.6 28.1 

2007  9.0 0.5 5.1 6.3 3.4 1.0 0.7 0.5 0.6 27.0 

2008  9.2 0.5 5.0 6.5 3.5 0.9 0.5 0.5 0.6 27.2 

2009 10.2 0.5 5.0 7.0 3.8 1.0 0.7 0.5 0.7 29.4 

2010  9.6 0.5 4.6 6.7 3.6 1.2 0.6 0.5 0.7 27.9 

2011  9.4 0.4 4.3 6.7 3.6 1.2 0.4 0.4 0.7 27.2 

자료: OECD.Stat(2015). Social Expenditure-Aggregated data. Social Expenditures 
Statistics에서 2015.10.22. 추출. 

정부부채 수준은 사회보장정책의 확충 기반을 가늠하게 하는 하나의 

지표이다. 스웨덴은 GDP대비 정부부채가 낮은 수준에 있다. 특히 유럽

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정부부채의 수준은 매우 낮다. 하지만 1990

년대 중반에는 스웨덴의 정부부채도 그리 낮지는 않았다. 2000년대 들어

서면서 부채의 수준은 계속 낮아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스웨덴의 사회정책을 위한 재정적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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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정부부채/GDP(%)

자료: OECD.Stat, 2015.5.4.추출

제3절 정치적 기반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성상, 노동자 집단은 물론 중산층을 포함한 광범

위한 복지 수급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수정부마저도 역사적으로 형성된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허물기 어렵다. 보수 및 사민당은 집권하

면 큰 폭의 복지축소가 초래하는 정치적 비용을 고려하여 사회적 타협에 

기초한 점진적 개혁을 선택하게 된다. 

사회정책은 보편적 정책과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구분

할 필요가 있다. 사회부조는 물론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조사형 

프로그램이다. 사회정책의 합법성에 영향을 준 이론은 복지서비스와 혜

택의 남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Rothstein, 

2011). 콜린(Coughlin, 1980)이 주장한 급여 방식(보편주의와 선별주

국가명 1990 1995 2000 2005 2010

오스트리아  6.1  18.6  11.4   6.3  11.0 

덴마크 62.4  74.9  54.8  39.3  39.6 

프랑스 ..  41.6  47.4  53.3  67.4 

독일 19.7  21.1  38.4  40.8  44.4 

그리스 .. 104.8 108.9 110.6 147.8 

이탈리아 92.8 113.1 103.6  97.7 109.0 

일본 47.0  65.2 106.1 164.5 ..

한국 12.8   8.7  16.7  27.6  31.9 

스웨덴 39.6  75.8  56.9  46.2  33.8 

영국 .. ..  42.2  43.5  85.5 

미국 41.5  49.0  33.9  36.1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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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위험의 근원(개인의 수준에서 넘어선 위험과 개인의 행동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구분은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수용을 이해하는

데 함의를 제공한다. 선별적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자주 의심을 받는다. 

그 의심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들의 상황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

으로부터 초래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 상황이 그들의 습관에 의한 

결과가 아닌지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선별적 프로그램의 수급 과정에

서 일부 집단은 서비스 남용이나 부정수급 등과 같은 대중의 의심을 사기

도 한다.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보험이나 사회부

조를 부정 수급 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므로 선별적 제도보다는 보편

적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아래의 표는 최근 시행된 조사의 결과이다. 동 조사는 사회정책에 대한 

태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아래의 자료는 스웨덴 일반 국민의 

견해와 스웨덴 지방 정부 정치인의 견해를 포괄하고 있다. 참고로 스웨덴

에서 사회부조는 지방정부에서 관리한다. 

이 조사에서는 보건, 노인부양, 의무교육, 아동가구에 대한 지원, 사회

부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6개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앞의 3영

역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되며, 나머지 3개 영역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에 해당된다.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앞의 세 가지 영역에 대

한 지지가 뒤의 세 영역과 비교하여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따. 반면 사

회부조는 자산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므로 아동 가구에 대한 

지원이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비교하여서 그 지지가 더 낮은 것이 일

반적이다.

조사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6가지 영역에 대한 사회지출이 증가해야 

하는지, 감소해야 하는지, 또는 지금의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만약 6가지 영역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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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사회지출과 관련된 질문을 살

펴보면, 보건, 노인 돌봄과 연금, 의무교육의 항목은 스웨덴 정치인 집단

과 일반 국민 모두가 지출이 증가하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동 돌봄, 아

동 현금지원, 사회부조에 대해서는 낮은 지지를 보였고, 적극적 노동시장

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의 지지를 보였다. 집단별 응답을 비교하여 보면 건

강, 노인돌봄과 연금의 분야에 대한 지출증가는 스웨덴 정치인 집단보다 

일반 국민이 보다 높은 지지를 보였다. 나머지 정책 분야에 관해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6%를 넘지 않았다. 특히 사회부조에 대한 의견은 정치인 

집단과 국민집단의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전체 응답자의 1/4 가량이 사

회부조의 지출 증가에 찬성하였으며, 약 1/10만이 지출이 감소해야 한다

고 응답했다. 사회부조에 대한 지출 증가에 대한 찬성은 다른 영역의 정

책과 비교하여 낮다. 하지만 사회부조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

도 낮아서 사회부조의 축소에 대한 지지도 거의 없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3-5〉 2014년 스웨덴 대중 의식: 다음의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 감소,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명)

증가 유지 감소 (n)

보건 76 22  2 1,938

노인돌봄과 연금 78 21  1 1,927

아동돌봄과 아동수당 30 64  7 1,875

사회부조 27 61 12 1,830

교육 69 29  1 1,93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50 41 10 1,875

자료: Edlund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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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2014년 스웨덴 지역정치인 의식: 다음의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 감소, 유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명)

증가 유지 감소 (n)

보건 62 37  1 7,379

노인돌봄과 연금 67 32  1 7,401

아동돌봄과 아동수당 35 59  6 7,306

사회부조 25 63 12 7,275

교육 66 33  1 7,415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56 36  8 7,341

자료: Edlund et al. (2014)

다음으로 각각의 사회제도의 지출 증가를 위해 세금을 더 납부할 의사

가 있느냐의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이전의 질문보다 더 높은 지지

율을 보였다. 일반국민은 사회부조 제도에 대한 지출증가에는 27%가 찬

성하였으나 이로 인한 세금납부에 대해서는 47%가 찬성하였다. 그리고 

정치인의 경우에도 지출증가에 대한 찬성이 25%였지만 증가한 세금납부

에 대한 찬성은 47%였다. ‘Something for Nothing’현상(사회지출의 

증가를 원하지만 세금을 더 내려하지 않는 현상)이 스웨덴 대중과 정치인 

집단에서는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See also 

Edlund& Johansson-Sevä, 2014). 그리고 47%의 일반 국민이 사회부

조 지출 증가와 이로 인한 세금증가에 찬성한 반면, 53%의 정치인들이 

사회부조 지원을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고 응답하여 정치인의 사회부조

에 대한 지지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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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2014년 스웨덴 대중 의식: 만약 아래 6가지 분야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는가?

(단위: %, 명)

네 아니오 (n)

보건 82 18 1,954

노인돌봄과 연금 80 20 1,938

아동돌봄과 아동수당 51 49 1,902

사회부조 47 53 1,881

교육 78 22 1,926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55 45 1,993

자료: Edlund et al. (2014)

〈표 3-8〉 2014년 스웨덴 지역정치인 의식: 만약 아래 6가지 분야에 대한 지출이 증가

한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는가?

(단위: %, 명)

네 아니오 (n)

보건 76 24 7,297

노인돌봄과 연금 75 25 7,281

아동돌봄과 아동수당 58 42 7,214

사회부조 53 47 7,187

교육 74 26 7,27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63 37 7,231

자료: Edlund et al. (2014)

스웨덴 복지제도의 대한 태도를 살펴볼 때 응답자의 정치적 배경은 통

제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정책에 대한 보수정당(Moderaterna)

과 사회 민주주의(Socialdemokraterna) 사이의 커다란 정치적 갈등이 

존재하였는데, 이러한 갈등의 기반은 사회부조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

다. 하지만 정당에 대한 지지와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가 있으

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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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간 두 정당 중 하나의 정당은 집권정당이었다. 다음의 분석

에서 사회 민주주주 정당을 지지하는 정당은 “좌익 정당” 카테고리에 속하

며(Vänsterpartiet, Miljöpartiet, Socialdemokraterna), 보수 정당과 

협력하는 정당은 “우익정당”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한다(Moderaterna, 

Kristdemokraterna, Folkpartiet, Centerpartiet). 나머지 정당들은 

제3의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반이민자 정당은 어디와도 연

계되지 않는다.  

<표 3-9>는 다양한 사회정책 분야 중에 사회지출 증가를 지지하는 순

위를 정당 별로 정리한 표이다. 일반 국민에 비해 지방 정치인 집단에서 

태도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우익 정치인이 그들의 투표

자에 비해(우익 성향의 국민) 사회지출의 증가에 소극적이었는데, 특히 

보건과 노인 돌봄,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이 경향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

다. 반대로 좌익 정치인들은 좌익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보다 사회지출

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 특히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에 긍정적이었다. 다른 정책에 관해서도 좌익 정치

인과 투표자의 차이점은 크지 않았다. 

〈표 3-9〉 2014년 스웨덴 대중 의식: 정치 정당별 복지지출 지지성향 (지지정당별)

(단위: %, 명)

우익 좌익 기타 (n)

보건 63 85 75 1,831

노인돌봄과 연금 66 85 81 1,821

아동돌봄과 아동수당 16 37 37 1,775

사회부조 10 39 26 1,733

교육 64 77 61 1,826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36 61 44 1,771

자료: Edlund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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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2014년 스웨덴 지역정치인 의식: 정치 정당별 복지지출 지지성향 (지지정당별)

(단위: %, 명)

우익 좌익 기타 (n)

보건 38 83 69 7,379

노인돌봄과 연금 47 82 78 7,401

아동돌봄과 아동수당 15 53 31 7,306

사회부조 7 42 17 7,275

교육 48 82 58 7,415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32 79 44 7,341

자료: Edlund et al. (2014)

우익 및 좌익정당과 투표자들의 태도는 특정 정책의 지출 증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느냐의 질문에 보다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였

다. 그림에서 보듯이, 6가지 사회정책 분야에 대한 우익정당 정치인들의 

지지율은 38.5%에 그친 것에 반해, 이들 지지자들의 평균 지지율은 

50.8%으로 나타났다. 좌익 정치인들의 지지율은 91.5%, 이들 지지자들

의 지지율은 77.8%로 나타났다. 

사회부조에 대한 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당의 좌우를 떠나, 정치정

당 집단과 일단 국민 집단 모두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이 나타났다. 하지

만 이 4가지 그룹의 지지율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24%의 우익정당 지지

자, 20%의 우익정당 정치인이 사회부조 지출증가를 위해 세금을 더 내겠

다고 응답한 반면, 좌익정당 지지자의 65%가 좌익정당 정치인의 84%가 

세금 증가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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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2014년 스웨덴 대중 의식: 만약 아래 6가지 분야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는가?(정치 정당별)

(단위: %, 명)

우익 좌익 기타 (n)

보건 72 91 75 1,849

노인돌봄과 연금 68 89 74 1,835

아동돌봄과 아동수당 33 66 39 1,801

사회부조 24 65 37 1,780

교육 69 87 69 1,82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39 69 44 1,780

자료: Edlund et al. (2014)

〈표 3-12〉 2014년 스웨덴 지역정치인 의식: 만약 아래 6가지 분야에 대한 지출이 증가

한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는가?(정치 정당별)

(단위: %, 명)

우익 좌익 기타 (n)

보건 53 96 73 7,297

노인돌봄과 연금 50 96 78 7,281

아동돌봄과 아동수당 26 87 47 7,214

사회부조 20 84 35 7,187

교육 50 95 67 7,27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32 91 49 7,231

자료: Edlund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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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금과 가족 수당 등

4제 장





본 장에서는 스웨덴의 사회부조를 살펴보기 전에 사회부조제도의 제도

적 환경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어들리는 1996년 OECD국가의 사회

부조에 대하여 연구(Eardley, 1996, p. 29-31)하면서 각국의 사회부조

를 이해할 때 정책구성을 파악하도록 제안하였다. 스웨덴의 경우 사회부

조와 함께, 주거지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볼 것, 그리고 지방정부 등

에서 지원하는 각종 현금급여도 고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스웨덴에서 

운영되는 기초욕구 영역별 보장제도와 연금과 수당은 사회부조의 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환경이 된다. 

기초 욕구 영역별로 의료, 주거, 교육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구축되어있는지에 따라서 사회부조의 역할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따

라서 생계보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부조제도를 살펴보기 전에 국가의 서

비스로 운영되는 의료보장 등 여타의 관련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중 노인의 기초소득보장을 담당하는 연금제도

에 대해서도 짧게 살펴볼 것이다. 스웨덴은 사회보험으로서 연금제도가 

성숙되어 노인의 빈곤을 예방할 뿐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인 연금이 노인

의 기초생활을 충분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빈곤에 대

응하는 일종의 기초연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스웨덴에

서 노인의 빈곤은 우리와 달리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사회부

조 수급자 중 노인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

자면 연금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수당 등 아동이 있는 

사회부조제도의 제도적 환경: 
관련 제도의 현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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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수당제도도 사회부조제도 이전에 빈곤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스웨덴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편적 복지제도

가 발달한 국가이다. 사회부조 이전에 작동하는 사회보장을 우선 살펴보

고자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제1절 주거‧의료‧교육 보장

스웨덴의 경우 주거의 의료, 그리고 교육과 같은 기초욕구 영역의 사회

보장제도는 매우 우수한 수준에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스웨덴의 복지

가 위축되었다고 하여도 그 절대적 수준은 아직도 귀감이 된다. 주거영역

에서도 취약계층에게 주거를 보장하는 각종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주거

지원은 크게 구분하자면 주거의 공급과 주거비 지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스웨덴의 공공주택정책은 성공적인 것이었다. 2015년 기준 전체 주택

재고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17.7%에 이른다. 2014년 기준 스웨덴의 

주택은 467만 채로 여기서 자가의 비율은 43%이며, 지방정부, 공공임대 

주택 등의 임대주택의 비율은 57%이다.16) 기초자치단체인 코뮨은 공립 

및 사립 주택회사들과 파트너쉽을 이루며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일반 임

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원룸 학생 아파트, 학생 가족 아파트, 노인을 위한 

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공급한다(박승희 

외, 2007).

생활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스웨덴의 경우

에도 주거비는 빈곤계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아동이 있는 가

16) 스웨덴 통계청(statistikdatabasen.scb.se 15.10.13.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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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주거비부담이 더욱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비보조 프로그램으로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이 1948년 도

입되었다. 

현재 스웨덴의 주거급여 체계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전 국민을 대상

으로 하는 주택수당을 근간으로 하여 부가적으로 사회부조 수급자들의 

주거비용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주거부조(Housing Assistance)와 기

타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보조제도들이 있다. 

주거수당은 자녀가 있는 가구나 2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주거수당은 소득,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수,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

과 크기에 따라 수급액이 상이하다. 스웨덴 주택정책에는 가구 규모(가구

원 수)에 따라 주택을 배정하는 규정이 있는데, 가구 수에 따라 지원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이 늘어날수록 보다 큰 규모의 아파트에 

거주해야만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다. 이는 소규모의 주거지에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등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신필균, 

2011). 주거급여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17)

17) forsakringskassan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www.forsakringskassan.se 15.10.13.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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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의 급여체계 및 연간 급여수준(2015)

(단위: SEK)

가구구성 연간주거비용 주거급여(before income-test)

29세 미만
(부양아동없음)

0~21,600
21,600~31,200
31,200~43,200

43,200＋

0
90% of (HC－21,600)
90% of (31,200－21,600)＋65% (HC－31,200)
90% of (31,200－21,600)＋65% (43,200－31,200)

부양아동 
1인인 가구

63,600＋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의 구간별 적용
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단, 연간주거비용의 
상한이 제시되어 있었다. 

부양아동 
2인인 가구

70,800＋

부양아동 
3인이상 가구

79,200＋


가구구성

자산조사를 통한 
연간총소득 상한

자산조사에 따른 
급여감소율

자산조사 후 주거급여
(GI=연간총소득)

  29세 미만 독신가구
  (부양아동없음)

 41,000 33% HBI－33%×(GI－41,000)

  29세 미만 부부
  (부양아동없음)

 58,000 33% HBI－33%×(GI－58,000)

  부양아동이 1인 
  이상인 가구

117,000 20% HBI－20%×(GI－117,000)

   주: HC는 주거비용, HBI는 최대 주거급여 수준
자료: OECD, Benefit System and Work Incentive in OECD Countries. 
        Forsakringskassan(2015b). Bostadsbidrag till unga utan barn

〈표 4-2〉 2015년 아동수별 최대 주거급여액

(단위: SEK, ㎡)

구 분
아동이 있는 가구 아동이 

없는 가구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최대급여액(월) 3,400 4,200 5,200 5,200 5,200 1,300

최대주거면적 80 100 120 140 160 60

자료: Forsakringskassan(2015a). Bostadsbidrag: barnfamilij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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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수당의 경우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전 국민

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구원수, 결혼여부, 주거비용18) 등에 따라 최

대 주거급여수준(HBI)이 결정된다. 개별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주거급

여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라 주택수당의 급여수준이 결정되는데, 가구유형

별로 소득상한선(income limit)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20~33%의 급

여감소율이 적용되며 일정소득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급여수준은 0이 된

다. 그러나 개별가구의 급여수준이 결정되더라도 가구유형 및 가구원수

에 따른 월 최대급여액과 최대주거면적 내에서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주거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택담보 대

출(mortgage)에 의한 지출로 매달 1,400크로나 이상을 사용해야하며, 

한해 소득이 11.7만 크로나까지는 수급액에 영향이 없다가, 이상부터는 

연간총소득에서 11.7만 크로나를 뺀 금액의 20%씩 삭감된다. 42.6만 크

로나 이상부터는 수급이 불가능 하다. 또한, 등록된 주소와 현재 거주하

는 주소가 일치하여야만 수급이 가능하다(Forsakringskassan, 2015a).

주거수당과 사회부조의 관계를 보면 사회부조의 기본급여액(base 

amount)을 산출할 때, 최저주거수준의 주거비 지출은 제외되어 있다. 최

저주거수준에 대한 보장은 주거수당을 통해 일차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주택수당의 급여수준은 기초보장의 수준을 넘어서 개별가구의 

주거비 지출 부담과 가구특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개별 가구의 주거여건을 반영하여 주거비를 생계지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스웨덴의 의료보장은 매우 견고하다. 스웨덴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 경우라도 거주번호를 부여받으면 누구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서비스는 주로 란드스팅에서 담당하지만, 노인 및 장애인에 대

한 의료서비스는 기초자치단체인 코뮨에서 관할한다. 전국 단위로 보장

18) 임대료, 이자 등 고정비용 및 난방비 등 기타비용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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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개인부담이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응하는 보건의료보험 

등 관련 보장은 중앙정부의 사회보험청이 주관한다. 나머지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전체는 란드스팅의 역할이다. 

란드스팅에서 관할하는 보건의료와 코뮨에서 담당하는 노인과 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서로 협력이 중요하여 접촉이 잦다. 실제 협력과정에서 란

드스팅의 보건의료 전문가와 코뮨의 서비스 담당자간의 이견이 발생하기

도 한다. 그리고 약국은 일종의 공사로 운영된다. 공공의료비용은 기본적

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의료서비스는 란드스팅에서 관리하므로 

약 71%가 란드스팅의 재원이며, 중앙정부 보조금은 약 16%, 기타 수입

은 10% 가량이다. 개인의 진료비는 5%수준에 그친다(신필균, 2011).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는 1차에서 3차 기관으로 나누는데, 1차 의료기관

의 주치의에게 먼저 진단을 받고, 필요에 따라 2, 3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과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다. 21개의 란드스팅마다 최소 1개 이

상의 종합병원이 있다. 하지만 스웨덴 의료서비스의 근원은 지역중심의 건

강관리센터이다. 건강관리센터에서는 병원에서 기술적, 의학적으로 의무

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질병에 대한 치료도 받을 수 있다. 예방프로그램도 1

차 진료(primary care)를 담당하는 센터에서는 중요한 사항이다. 1차 진

료센터는 7일 이내, 전문병원 의사의 상담을, 그리고 90일 이내에 정 검

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치과서비스는 공익과 민간영역에서 함께 제공

하지만, 지방의회와 란드스팅은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치과진료는 19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무료로 제공된다(신필균, 2011). 

무상 의료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료기관 방문 시와 의약품 

구입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진료소 방문 시 매회 100~150크로나를 

지불하여야 하며, 종합병원 방문이나, 응급진료는 이보다 지불하여야 하

는 금액이 높다. 하지만 의료비용 상한제가 있어 의료기관 방문으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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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는 금액이 최대 900크로나를 넘지 않으며, 의약품 구입비용도 

최대 1,800크로나로 제한된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연간 2,700크로나

(한화 약 38만원)를 넘지 않는다(최연혁, 임재영, 2012). 

스웨덴에서 교육도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국가 서비스에 해당된

다. 스웨덴의 교육제도는 공교육을 기반으로, 대학까지 교육과 연구의 경

제적 부담을 개인이 지지 않는 보편주의적 사회정책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신필균, 2011, p. 240-1). 고등교육과정까지 교육 자료와 급식, 그 

밖의 모든 부수적인 비용에 대하여 학부모가 부담을 지지 않는다. 대학 

외 모든 학교의 제반 운영책임은 코뮨에 있다. 

단, 미취학아동의 교육과 보육은 본인부담이 있다. 미취학 아동 교육기

관은 유아원과 유치원으로 나뉘며, 유아원은 1세~5세 아동이, 유치원은 

초등학교 준비반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아동이 1년간 교육을 

받는다.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으로 부모 모두 

직장에 다니거나, 학업중이라면 보육기관으로부터 보육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기본적인 아동 양육의 책임을 가진다는 원칙

에 따라 양부모 중 한명이라도 근로하지 않는다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

며, 시간제로 근로할 경우 해당 시간에 한해서만 아동을 보육기관에 맡길 

수 있다(홍세영, 2013)

보육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받으며, 저소득층은 무료, 대부

분의 가구는 전체 보육료의 20%가량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상한제가 있

어 한해 지불액은 1,260크로나를 넘지 않는다. 보육료는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며, 지방정부에서 유아원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만 7세부터 16세

까지 총 9년은 종합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받는데, 이는 초등학교 1~3학

년, 중등학교4~6학년, 준 고등학교 7~9학년으로 나눌 수 있다. 6세에서 

13세 아동들은 방과 후 센터, 주간 보호 가정,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의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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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북부유럽의 원주민인 사미족이 다니는 

사미학교는 6년간 의무교육이며, 7~9학년은 일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

다. 고등학교는 무상 교육이지만 의무교육은 아니다. 고등학교는 일반 고

등학교와 지적 장애 아동을 위한 고등학교, 청각 장애인 및 신체장애인 

고등학교,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독립학교가 있다(홍세영, 2013). 

대학은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나뉘며, 종합대학은 주로 학문 중심

으로 대학원과 박사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문대학은 공과대학, 의과

대학, 예술대학 등이 있다. 대학 학비는 무료이며, 수입이 없는 학생에 대

해서는 지원금을 대출하여 주는데, 대출금은 학업 보조금과 학자 대출금

으로 나눠진다. 2010년 기준 학비지원 금액은 월 간 8,140크로나로, 

2,696크로나는 보조금이며, 5,444크로나는 대출금이다(신필균, 2011). 

대학의 학부 외 대학원이상의 교육과정은 생활비가 지불된다. 

스웨덴은 발달된 성인교육이 특징이다. 코뮨이 운영하는 콤북스

(komvux)는 초등교욱에서 고등교육까지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필

수과목 수강이 가능하여 전공을 변경하거나 필수과목을 보완하는 목적으

로 빈번히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현재는 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개설하여 

전문화된 과목 이수 역시 가능하다.

제2절 연금과 가족 수당 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웨덴에서 사회부조 수급자 중 노인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이유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견고하기 

때문이다. 연금제도가 성숙하여 대부분의 노인은 연금으로 생활을 하게 

된다. 스웨덴에서도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연금재원이 부담이 되어왔다. 

하지만 연금제도에서 배제된 노인에 대한 보완적 연금제도를 갖추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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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종의 기초연금이다. 

1998년 연금관련법의 개정으로 시작한 보증연금(the guaranteed 

pension)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이지만 1953년 이후 

출생자, 1954년생부터 적용이 된다. 과거 소득이 없었거나 다른 연금제

도의 자격 기준 미달 시 수급권을 가진다. 최대 급여액을 수급하기 위해

서는 25세 이상부터 40년 동안 스웨덴에 거주하여야 하며, 여기는 

EU/EEA 국가에 거주 기간도 포함된다. 매년 연금의 기본급 수준이 달라

지는데 2013년의 최대 지급 수준은 미혼인 경우 7,899크로나(한화 약 

106만원)으로 이는 물가연동기준액(prisbasbelopp)19)의 2.13배이다

(Swedish Pension Agency, 2013; 신필균, 2011).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에는 이보다 다소 낮은 1인당 7,046크로나 수준이며 이는 물가연동지수

의 1.90배이다. 

보증연금은 소득비례연금(income-related pension)과 연동하여 금액

이 산정되는데, 소득비례연금이 증가할수록 보증연금 수급액은 감소한다. 

미혼의 경우 소득비례연금이 4,672크로나(물가연동기준액의 1.26배)까지

는 보증연금의 최대값인 7,888크로나에서 소득비례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증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득비례연금 4,227크로나(물가연동기준액의 1.14배)까지는 보증연금의 

최대 급여액인 7,046크로나에서 소득비례연금을 공제한 금액만큼을 보증연

금으로 수급한다. 미혼인 경우 소득비례연금이 4,672 크로나를 초과할 경우 

보증연금의 48%씩 감소하여, 소득비례연금을 통해 11,394크로나 이상을 

수급 받으면 보증연금의 수급은 불가능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0,099 

크로나 이상이면 수급이 불가능하다(Swedish Pension Agenc, 2013). 

19) 물가연동기준액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매년 변동되며, 보장연금, 보조 연금 등을 계
산할 때 사용된다(신필균, 2011). 2013년 기준 물가연동기준액은 3,708 크로나이다 
(Swedish Pension Agenc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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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기초연금과 소득연금의 연동 방식(2013년 월간 수급액)

(단위:SEK. %) 

자료: Swedish Pension Agency (2013)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보편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각 가구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더하여 졌다. 가족정책은 크게 아동수당(child allowance), 

부모보험,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보호서비스로 구성된다. 아동수당은 아동

으로 인한 추가지출에 대한 고려에 근거한다. 아동으로 인한 추가지출이 

아동가구와 아동이 없는 가구의 생활상의 격차를 초래할 위험을 줄이려

는 것이다. 이 중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지급되는 급여인 아동수당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근로연령층 부모

와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에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사회부조의 부담 완화

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1947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16세 미만의 아동

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재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보건복

지부 산하 사회보험청에서 운영을 책임진다. 그리고 그 집행은 지역 사회

보험청 사무소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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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정액급여 방식으

로 제공되는 보편적 제도이다. 기본적으로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1인당 

월 1,050크로나를 지급하며, 2명 이상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이에 더하여 

가구원이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large family supplement)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원은 아동이 증가하면서 지원액이 증가하는데 두 번째 

아동은 150크로나, 세 번째 아동은 604크로나, 네 번째 아동은 1,614크로

나 다섯 번째 아동은 2,864크로나를 받는다. 6명의 아동이 있는 가정은 매

달 6,300크로나를 아동수당으로 지원받고 추가로 아동이 6명이기 때문에 

매달 4,114크로나를 더 지원받는다.20)기본적으로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자녀가 학생일 경우 20세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20) https://sweden.se/society/10-things-that-make-sweden-family-friendly/
    15.11.5.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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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부조제도의 기준과 급여

  1. 사회부조제도의 기준

스웨덴 경제적 지원(Ekonomiskt bistånd)은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

움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기타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수급을 받더라도 그 총 금액이 최소한의 생활에 필

요한 비용을 넘지 않는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스웨덴의 가장 대표적

인 사회부조제도이다. 사회서비스법(4장, 3절)은 사회부조 혜택이 합리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다음의 품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한바 

있다. 

스웨덴 사회보장법은 몇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1998년 국가표준지원

금(National Norm)이 도입되었다. 현금급여의 기준은 1985년 이후 보

건복지청이 정하여 지방정부의 기준에 가이드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 

현금급여 기준은 정부의 소비정책위원회(National Board for Consumer 

Policy)에 의하여 작성되는 가구소비에 포함된 품목들에 기초하였다. 국

가표준지원금은 국회에 의해서 매년 결정되며 사회보험청은 매년 공지문

서에서 세 하게 국가표준지원금의 액수와 분배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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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 중앙정부의 가이드는 지방정부의 기준에 

잘 반영되지 않았고, 그 이하의 수준에서 지원수준이 결정되는 사례가 빈

번하였다. 1996년에는 절반정도의 지방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있었다. 그

래서 1998년 이후 소개된 국가급여기준을 최소기준으로 준수하는 것으

로 변경하였다. 코뮨은 사회부조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지역의 기준을 국

가표준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고 이보다 낮은 수준에 기준을 두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국가표준지원금에 따라 산정하는 규정, 즉 이 같은 지원내용은 지역의 

평균물가, 평균소비패턴 등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전국평균치 보

다 높은 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 만약 전국 평균치 보다 낮게 책정할 경

우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사회서비스법 4장 3절 2항 추가항

목). 재정이 풍족하지 않은 지방의 경우에 재정적 이유만으로 공공부조의 

내용이 부실하게 지급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적자 재정운영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가규범 수칙을 따를 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유한 곳과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 간의 공공부조 

지원금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코뮨의 사회부조 혜택은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되는 국가표준에 

근거한 지원(기초 생계지원)과 개인의 상황에 따른 지원(가구별 추가생계

지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 범주는 국가표준지원금에 따르는 기초 

생계지원으로 이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다양한 가구형태

의 기본 소비액에 대한 공식적인 가격 조사(official price survey)를 기

반으로 한다. 국가표준지원금의 금액은 가구의 일상적인 상품의 필요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국가표준지원금은 매년 중앙정부가 필수생계조건

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 지원금을 가구원 수와 소비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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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생계지원에서 국가의 기준은 식료품, 의료/신발, 여가/놀이, 각종 

소비용품, 건강/위생, 신문/전화/TV사용료까지 총 6가지로 국민이 최소

한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선물, 휴가비, 

술, 담배, 손님 접대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일상적인 필요

를 넘어선 부분에 한해서도 지원하기도 하는데, 자녀의 자전거 교체비용 

등이 그것이다. 

두 번째 범주인 가구별 추가생계지원은 개인의 상황에 맞게 지원의 수

준이 책정된다. 경제적 지원 중 생계지원 안에는 국가표준지원금 이외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타당한 비용(reasonable costs)에 대해 지

원하는데, 이는 주거비, 전기세, 통근비용, 가족 보험, 노동조합 비용과 

실업급여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타당한 비용이란 일반적인 개인

이나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의미한다. 

사회부조의 기준으로 위의 두 가지 기준 외에도 보완적 기준인 생계 외 

기타생활비 항목이 있다. 국가표준지원금인 가구기초 생계지원과 가구별 

상황에 따른 추가생계 지원금은 주로 식품, 의복, 주거 등과 같은 일반적 

지출에 대한 지원인 반면 기타생활비는 일시적, 비정기적 욕구에 대한 지

원이다. 적정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상이한 욕구를 고려

한 것이다. 의료비 또는 치과치료비 안경, 가구, 겨울 의복, 중독의 치료, 

가구원의 돌봄을 위한 비용 등이 치료 등이 이러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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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스웨덴 사회보장법 구성

 

자료: Sveriges officiella staatistik(2015). Ekonomiskt bistand arsstatistik 2014. 
Socialstyrelsen

  2. 기준적용의 원칙: 개별화된 급여수준의 결정

사회부조 지원금이 국가표준지원금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가 있다. 개

인의 특별한 상황에 의해 지원액의 인상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장애에 

의한 생계비의 증가가 일례이다. 의료적 목적으로 특별 식단이 필요한 경

우거나, 학교 급식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면 국가표준지원금의 기준

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나 기타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사회활동의 참여가 어렵다면 전화비나 레크

레이션 활동비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 주로 지원액으로 포함되지 않는 아

동 활동비용도 만약 그 활동이 아동의 사회적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다면 추가 지원금으로 인정된다. 자녀와의 연락을 위해 추가로 지원이 필

요하다면 이것 역시 지원이 가능하다. 끝으로 범죄의 피해로 단기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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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면 역시 추가 지원 가능하다. 국가표준지원금보다 낮은 수준

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대상자가 스스로를 부양할 기회가 생기

게 되면 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삭감된다. 하지만 만약 이 기회가 없어지게 

되면 미래의 즉각적인 경제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만약 대상자가 본 

목적에 맞지 않게 지원금을 사용하면 지원금은 삭감되기도 한다

(Governmental bill 1996/97: 124 p. 170).

결과적으로 각 개인은 개별적인 사정에 다르므로 지원은 개인적인 조

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생계지원의 범위와 생계 외 기타생활비의 범위에 

있는 여타의 지원 중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최

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진다. 기준은 있되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

라 일종의 사례별 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일종의 포괄범위와 상

한액의 상정이라 할 수 있다. 개별 가구는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급

여, 금융자산, 임대료영수증, 주거수당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

며 이를 기초로 자격요건에 부합하여야 수급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개인의 욕구와 바람직한 생활수준은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 

시대상황과 개인의 요구는 다양하므로 상황에 따라 무엇이 바람직한 것

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사회부조의 자격은 소득의 단절에 의한 것이 아

니라 개인의 욕구에 기초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사회부조는 다른 기타 

스웨덴 사회서비스 혜택과는 상이한 특성을 가진다. 사회서비스법은 모

든 개별 가구의 사례에 대한 광범위한 개인욕구평가(Individual assess-

ment of the extent of the need)를 의무화한다. 모든 평가는 개인과 

가족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법은 특별지원 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 지원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는 아

동, 연금생활자와 노인, 기능장애인, 마약의존자, 간병자, 범죄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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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위해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부모의 상황과 관계없이 아동

의 안전, 정상적 성장을 위한 고려와 재정적 지원(5장 1-3), 연금생활자 

들을 기초연금 부족분에 대한 경제적 지원(5장 4-6절), 기능장애인의 삶

의 질 보장을 위한 재정적 지원(5장 7-8a절), 마약의존자의 삶의 질 보장

을 위한 재정적 지원(5장 9-9a절), 가족 중 장기병가자, 노부모, 장애아

간병자의 지원(5장 10절),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정상적 삶을 위한 특별지

원(5장 11-12절)이 이에 해당한다. 

아동가정의 특별지원을 위한 사항 중 아동의 여가 및 취미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 있어 성장하는 아동이 부모의 재정적 상황 때문에 일반 가정

의 아동들이 참가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을 때 지원하는 

규정으로 공공부조가 특별히 아동가정에 우선해야 하는 정신을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여가활동을 위한 기타 비용에 대한 지원 (4a

장) 은 특별히 아동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해 아동의 정서발달에 필

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001년부터 개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 사회서비스법의 공공부조 우

선 지급 규정을 보면 “아동 (18세 이하의 유아, 청소년 등을 모두 포함)의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하고(사회서비스법 1장 2절), 편부 혹은 편모 슬하

의 미취학 아동가정 (사회서비스법 1장 2절), 그 다음으로 편부 혹은 편모

의 장애아가정 (사회서비스법 2장 4절)에 우선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배당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56년부터 적용되어 오던 아동가정의 우

선순위 선정에 있어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어 코뮨의 사회복지사무소 

(Socialnämnd, Social Welfare Board)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순위를 

정하거나 변경해 지급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생계지원은 개인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길 원하고 그것을 할 수 있다

는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한 동기부여와 투자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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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노동을 통해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생계유지를 하는 것에 대한 선

택권이 없다. 

만약 지원자가 은행자산이나 쉽게 처분이 가능한 자원이 있다면, 경제

적 지원은 반드시 개인이 소유한 자원에 의해 일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한

다. 또한 개인이 실업상태이나 근로가 가능하다면 수급을 위해 취업활동

을 의무화 한다. 하지만 약물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갖고 있다면 그

것을 해결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다. 만약 사회적 문제가 해결된다

면 사회서비스와 함께 장기적인 자활 계획을 수립한다. 

만약 대상자가 실업상태이면 적절한 일자리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노력

해야 하며, 직업훈련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 요구조건은 

전일제 일자리(full-time work)취업을 의무화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

(part-time work)도 가능하다면 참여해야 한다. 또한 시간제 일자리를 

가진 이들도 가능하면 전일제 일자리를 찾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수급자는 전일제 일자리를 거부할 자격이 없으며, 사회부조 지원금으로 

그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근로가 가능하도

록 한다는 것은 인턴쉽이나 직업훈련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 정책에 참여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적당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준

비하며, 고용센터(Employment Agency)에 등록한다. 근로가 가능하도

록 한다는 것은 또한 실직 상태의 대상자들이 기존의 전문적인 직업과 교

육과는 관련 없는 일자리를 갖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Governmental bill 1996/07: 124 p. 75). 하지만 이러한 요구사항들

은 방침(principle)이지 일괄적 의무사항(general request)은 아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개인과 가구에 대한 통합적 접근에 근거한 개인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적절한 일자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개인이 적절히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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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의미한다. (2) 근로자 혜택은 단체협약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

의 혜택과 동일하며, 만약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은 일자리라면 동일한 

업무를 하는 동료의 혜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3) 근로의 장에서는 어

떠한 불법적 노동갈등(unlawful labor conflict)이 존재하지 않으며, (4) 

근로환경은 법령에 근거하며, 질병과 사고를 예방하는 정부 규정에 따른 

상태이어야 한다(Unemployment Insurance Act 1997: 238 , p. 11). 

하지만 사회서비스 기관에서 대상자가 그 직업에 적절한지 판단할 때 개

인의 능력이 어떻게 해당 직업에 적절한지 설명하는 개인 조사

(individual assessment)를 근거하여야 한다(Governmental bill 

1996/97: 124 p. 75). 

만약 개인이 적절한 직장의 취업을 거부하면 그 대상자의 수급권은 제

한된다(사회서비스법 4장 1절). 대상자가 실업상태일 때 보다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그리고 시간제 근로에서 풀타임 직업을 가지

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 근로 인센티브제가 도입되었다(사회서비

스법 4 장 1b절). 이 제도는 근로에 참여하는 것이 또는 근로시간을 늘리

는 것이 경제적 지원금을 받는 개인에게도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하

기 위해 도입되었다. 원칙적으로 사회부조 수급 이전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 조사 시에 모든 대상자의 수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근로 인센

티브에 의해 예외가 존재하게 된다(Governmental bill 2012/13: 94 

Work incentives in economic assistance, p.19-20). 근로 인센티브

란 이름 그대로 근로하는 대상자에 적용되며, 근로에 의해 발생하는 순임

금(net income)의 25%는 사회부조 혜택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Governmental bill 2012/13: 94, p.20). 근로 인센티브는 사회부조 

혜택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수급하였으며, 그 동안 근로 소득이 증가한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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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직업을 찾도록 하기 위한 취

업지원활동을 제공하거나 병가신청을 하도록 권유한다. 취업지원활동은 

비 노동활동을 하는 사람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다시 취업시장으로 돌아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

한 투자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필요에 의해 신청을 하며 개인적 

검토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이러한 활동형태는 스스로 생계유지 하는 데

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계획되며 가장 빠른 방법으로 스스

로 생계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 지원활동은 체계적이

어야 하며 목표성취를 위한 요구사항을 기초로 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은 규칙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활동 평가 시 평가 결

과는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코뮨의 사회보험청은 공공부조 대상자가 노동시장의 재취업교육에 편

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실습을 요구할 때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법 4장 4절). 이 

규정은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회취약주민이 취업프로그램에 참

여할 의무규정을 담고 있다. 즉 공공부조가 일시적인 부양능력이 없을 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업상태에서 취업프로그램

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취업프로그램은 대상

자의 독립적 경제활동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학습까지 포함되

고 있어 다양한 재취업교육에 참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3. 자산조사

코뮨 단위에서 경제적 지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경제

적 지원의 적격성 심사와 급여책성도 코뮨에서 수행한다. 경제적 지원의 

수급을 위해서는 소유주택, 차량, 주식 등의 재산이 없는 상태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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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신청 이전에 자격 되는 기타 사회보장 프로그램(병가지원금, 부모지

원금, 주택지원금, 여가지원금 등)에 선행적으로 지원해야만 한다. 사회부

조 수급 결정을 위해서는 개인의 현금, 예금, 기타 자산, 그리고 현금으로 

쉽게 환산되는 자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각각의 케이스에 대한 전

체적인 조사가 중요하며, 그들의 욕구가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 합리적

인 요청인지, 그리고 만약 개인이 지원을 받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가 야기

될지에 대해 역시 고려해야한다. 또한 자산의 경우 개인이 처리가능한지, 

접근이 가능한지의 유무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사회부조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산은 환매가 불가능한 퇴직 연금(retirement scheme), 

기증서(deed of gift)나 유언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한 예금 등이 있다. 

사회부조 수급을 받는 가구의 아동이 용돈을 저축한 예금은 영향을 미

치지 않은 자산으로 허용된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보트와 같은 일반자산

은 사회부조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사회서비스가 독립적인 생활

이 가능하도록 하며, 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바뀐 이후부터 차량 등에 예

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차량을 통해 출근을 하거나, 아동을 유치원에 

등교시키거나, 병원을 가거나 그 밖의 사회적 이유로 자동차가 필요한 경

우는 차량 소유가 수급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로가 가능한 경우 구직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의 적극적인 구인활동

에 동의하여야 수급이 가능한데, 이는 필요시 구직지원 프로그램, 인턴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자기계발 및 스웨덴 교육에 참여하

는 것을 의미한다.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정신적 문제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재개를 위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질병을 가진 사람

의 경우 병가수당을 받는 사람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데, 이 경우는 

경제적 지원 대상 여부가 질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가능 여

부에 의해 결정된다. 수급을 위해서는 근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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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 이를 증명하면, 상담의사치료, 보건의료

치료, 보험료지급, 정신치료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지원을 받는 사람은 재활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경제적 지원 수급을 위해서 개인은 근로 활동 재

개를 위해 상담 및 재활치료에 참여해야 한다(Upplands-Bro, 2014)21).

공공부조 수급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자신 및 자녀의 부양

을 보장할 수 없을 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코뮨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

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아 고정수입이 없거나, 

장기간 실업상태, 혹은 신체적 제약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다른 사회보

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개인들의 경우 산정기준에 따라 누구에게나 신청

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산정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산정항목 들이 포함

되어 있다. 첫째, 산정 시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노동으로 취득한 수입은 

제외된다. 이 수입은 자녀 의 몫으로 산정되어 개인의 수입능력과 별개의 

것으로 계산한다(사회서비스법 4장 1절). 둘째, 산정 시 함께 거주하는 

21세 이하의 취학자녀가 노동으로 취득한 수입은 제외된다(사회서비스법 

4장 2절). 위의 두 규정은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 노동의 대가로 획득한 수

입은 부모의 재정능력 평가와 별개로 계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부양능력은 순수하게 신청자 및 자신이 부양하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책

임질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없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지, 자녀의 노동수입

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자녀의 수입여부 정도와 

관계없이 신청자의 개인 수입을 기초로 선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연속으로 25% 이상 임금노동의 부족분인 최대 

75%의 공공부조 급여는 산정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사회서비스법 4장 

1b절). 이는 최근 6개월 동안 월평균 25% 이상 노동활동에 참여했을 때 

21) Uppland-Bro (2014). Riktlinjer for handlaggning av ekonomiskt bi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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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수급혜택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 적극적으로 임금노동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을 역차별하는 상황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최근 2년 동안 공공부조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월급의 25% 이상을 

개인의 노동수입으로 대체했을 때 다시 6개월 동안 공공부조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유인

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거비용에 대한 산정도 고려된다. 소유 아파트(apartment개념)에 대

한 실제 주택지출 추산 시 보건복지부(Socialnämnden)는 월세, 난방비

용, 대출내역을 고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개인이 이자지출에 대

한 세무조정 권한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소유 가옥

에 대한 실제 주택지출 추산 시 임차권 및 대출 내역을 고려해야 하며 개

인의 이자지출에 대한 세무조정 권한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 실제 

주택지출 추산 시 필수 부가지출(예를 들어 난방, 수도, 배수구, 쓰레기, 

보험 비용)도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스웨덴에서 재산기준은 비교적 엄격하다(Socialstyrelsen 일반법 

SOSFS 2013:1). 소유 주택 처분(판매)을 통해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입창

출이 가능한 경우 주택권 소유는 현실적 자금원천으로 간주된다. 장기적 

생계지원(3개월 이상)이 필요한 경우 주택 판매처분의 이유가 된다. 주택

처분 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판매를 맡겨야 한다. 그 이외의 경우 합리적 

임대비용, 이사 및 다른 추가고려 사항에 관해서는 앞서 제시된 임대주택

과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이사가 가능하고, 주거지의 매각을 통해 추가적 수입이 기

대된다면 현재 주거하는 주택 또는 아파트도 자산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단기적 지원의 경우 주거지를 자산으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Governmental bill 1996/97: 124, p. 83). 또한 주거지를 자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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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할지의 여부는 사회적 결과(social consequences)를 고려하여 결

정해야 하며, 대상가구에 아동이 포함된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은 아동과 관련된 사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

어야 한다(사회서비스법 1장 2절). 사회서비스법에서도 최종 결정 이전에 

아동이 받을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강조가 돋보이는 스웨덴의 사회부조에서는 아동의 자산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있다. 자녀의 자산은 사회부조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

기도 한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자산을 사용가능하다면 수급액은 낮아지

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법안(2000/01: 80, the new Social 

Services Act, p. 95)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는데, “자녀의 자산과 관련

해서 아동은 부모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없다. 하지만 사회부조 혜택에서 

자녀의 비율과 아동의 욕구와 관련하여서는 자녀의 자산이 고려된다. 개

인조사(individual assessment)는 모든 케이스에 근거한다”. 이것은 아

동의 자산이 아동의 소유라는 것을 강조한다. 부모와 보호자는 아동의 자

산을 아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가족의 생계나 부모의 지출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아동의 자산 6,500유로까지는 부모의 사회부조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게다가 수급가구 자녀의 근로소득은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자녀들도 그렇지 않은 가구의 자녀

와 마찬가지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급 가구의 자녀가 

근로소득을 소유함으로써 상황은 정상화 되며, 이것은 미래의 직업과 자

활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청소년의 임금은 4,700유로까지 부모의 

수급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Upplands-Bro, 2014). 

자영자에 대한 수급권 부여도 비교적 엄격하다. 원칙적인 수준에서 보

자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소재한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활동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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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 때문에 코뮨은 단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만 자영자에게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Local Government Act 

1991: 900). 자영업자가 사회부조를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는 다소 모호

하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대부분의 경우 매매가 가능한 자산으로 구분된

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부조의 수급을 위해서 본인의 사업을 처

분하여야 한다. 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은 

다른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그대로 자영자에게도 적용된다. 그리고 만약 

본인의 사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렵다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제2절 사회부조 급여와 수급자

  1. 사회부조 급여

스웨덴의 사회부조는 기본적으로 보충급여로 운영된다. 즉 가구별 최고 

지급액에서 개별가구의 소득과 각종 사회보장급여가 공제된 급액이 수급액

이 된다. 수급액은 가구 구성원별 개별지원금(기초생계지원)에서 가구별 추

가생계지원과 생계 외 기타생활비를 합한 금액에서 가구소득과 사회보장수

입을 공제한 금액이 지원된다. 앞서 기준에서 개요를 밝힌 바와 다소 중복

되지만 기준이 급여에도 당연 반영되므로 상세하게 다시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스웨덴 전국 290개 코뮨의 공공부조 활동이 동일한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동일한 질의 확보를 위

해 아래 열거한 품목의 현물지원이 아닌 각 품목의 평균금액의 총액을 합산

해 현금지급의 금액으로 정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 각 항목은 스웨덴 국민

이 최소한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초항목(국가적 기준으로 설

정한 기초지원항목)과 추가항목(생존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삶의 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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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위해 필수적인 품목), 건강 및 보건과 연계된 항목, 그리고 재활 및 치

료와 연계된 항목 등이 있다(Socialstyrelsen 2013a, p. 20).

○ 가구기초 생계지원: 생필품, 의복 및 신발, 여가, 소요품목, 건강 

및 위생용품, 일간신문, 전화, 라디오 및 텔레비전 시청료(사회서

비스법 4장 3절 1항)

○ 가구별 추가 생계지원: 주택비용 (임대주택 혹은 개인주택), 가정

전기, 출퇴근교통비, 가정보험, 노조가입비, 실업보험요금(사회

서비스법 4장 3절 2항)

○ 건강 및 보건과 연계된 지원항목: 정신 및 육체건강, 치아건강, 유

아비용, 안경, 장례 등

○ 재활 및 치료와 연계된 지원항목: 재활활동, 재활 시설 교통비, 주

택 특수시설 비용(문턱, 계단승강기 설치, 특수문, 특수창문 등)

가구기초 생계지원 + 가구별 추가 생계지원 + 생계 외 기타생활비 

   – 가계소득 - 사회보장수입 = 순 가구 지원금

건강상의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경우 코뮨과, 재

활원(Rehab), 국가직업소개소(Arbetsförmedlingen) 등의 공조를 통한 

재활조치, 개인의 정신적 및 육체적 질병의 치료, 재취업교육 등과 함께 

단기적 경제적 지원을 받기도 한다(Socialstyrelsen 2013, p.17-1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초 생계지원금과 가구별 추가 생계지원금은 해

마다 국가표준지원금으로 공표한다. 2015년 성인 1인에 대한 개별지원금

은 2,950크로나, 부부나 커플인 경우는 5,320크로나이며, 아동에 대한 지

원금은 연령별로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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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2015년 생계지원(Riksnormen) 수급액: 성인

1인 부부(동거)

식료품 1,732 2,823

의류/신발   537 1,074

여가/놀이   416   832

위생용품   265   591

합계 2,950 5,320

자료: Socialstyrelsen(2015c). Riksnormen for ekonomiskt bistand 2006-2015.

〈표 5-2〉 2015년 생계지원(Riksnormen) 수급액: 아동

1세미만 1~2세 3세 4~6세 7~10세 11~14세 15~18세 19~20세

식료품 766 839 921 1,156 1,220 1,562 1,718 1,748

식료품* 636 659 741 906 - - - -

의류/신발 318 427 445 426 585 568 633 633

여가/놀이 41 149 159 253 442 481 597 597

위생용품 550 500 140 80 98 164 237 237

아동/
청소년보험

65 65 65 65 65 65 65 65

 합계* 1,610 1,800 1,550 1,730 - - - -

합계 1,740 1,980 1,730 1,980 2,410 2,840 3,250 3,280

   

   주: 점심비용 제외
자료: Socialstyrelsen(2015c). Riksnormen for ekonomiskt bistand 2006-2015.

〈표 5-3〉 가구 인원수 별 생계지원 공동가계비용

인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비재 115 134 234 266 304 367 399

신문/전화/TV 수신료 815 906 1,076 1,224 1,406 1,583 1,721

합계 930 1,040 1,310 1,490 1,710 1,950 2,120

자료: Socialstyrelsen(2015c). Riksnormen for ekonomiskt bistand 2006-2015.

스웨덴의 사회부조의 급여는 우리나라의 그것과 범위도 수준도 상이하

다. 이러한 차이가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부조의 

지출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고 짐작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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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사회부조 급여내용에는 여행에 대한 지원도 있고 필요하다면 

해외여행도 지원된다. 

다른 지역에 사는 자신의 부모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

리적 비용을 경제적 지원의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 다른 지역이라 함은 

스웨덴 밖의 해외를 의미할 수도 있다. 합리적 비용과 비용지원 빈도는 

해당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교통지출 이외 필

수적 추가 비용(예를 들어 숙소)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 때 검토 사항

은 자녀의 방문 필요성/ 부모의 재정상태/ 합리적 여행 경비 등이다. 이 

때 부/모 양쪽 모두 자녀의 방문에 대한 공통된 책임을 가진다. 아이와 함

께 사는 부 또는 모는 방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자녀와 방문

을 수행할 부 또는 모 또한 그 비용에 대한 주요 책임을 가진다. 감옥에 수

감된 부모의 자녀 또한 방문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부/모 양쪽 모두 경제

적 여유가 없거나 어떻게 비용지불을 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

한 경우방문의 교통비용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래는 Upplands-Bro 코뮨의 경제적 지원의 지급액을 정리한 것이

다. 경제적 지원에서 대부분은 생계비용을 지원한 것이다. 

〈표 5-4〉 2015년 생계지원 지급액(Upplands-Bro)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월평균
2014년 

비교

Ekonomiskt
bistand 
지급액*

2,284 2,048 2,409 2,219 2,279 2,233 1,918 1,863 2,157 -11.05%

생계비용* 2,153 1,979 2,206 2,098 2,193 2,156 1,798 1,752 2,042 -

생활비용* 131 68 203 120 86 76 119 110 114 -

가구수 290 279 297 291 277 270 249 251 276 -12.42%

수급자수 520 473 515 516 507 502 461 449 493 -9.94%

   주: 천크로나
자료: Socialstyrelsen(2015c). Riksnormen for ekonomiskt bistand 200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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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급자 현황

스웨덴은 실업보험, 노령연금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

하여 공공부조 급여를 제공하며 자격요건은 스웨덴 거주자로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을 가진 개인 또는 가구이다. 특히, 거주자란 

법적으로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거주기간과 국적 취득여부가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이민자들도 공공부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생계지원 신청자는 그 대상자가 되기 위해 취업전선에 있어야 한다. 다

시 말해서 공공고용서비스센터(Arbetsförmedlingen)에 등록하고, 활발

하게 구직활동을 하며 필요 시 구직지원 프로그램, 인턴 프로그램, 지방

자치단체에서 마련한 자기계발 및 스웨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

다. 개인이 생활에서 심각한 문제에 처해있는 경우 사회보장규정 하에 실

업자에게 해당되는 요구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을 요구하게 된다. 이 경우

는 중독 및 정신적 질환이 해당된다. 이러한 사회화, 약물 문제로 인해 노

동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된 사람은 생계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 노동재

개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생계지원이 필요한 병자인 경우 병가수당을 받는 사람과 같은 지원을 받

는다. 이 경우는 생계지원 대상 여부가 질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활동 능력 여부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진다. 생계지원이 필요한 병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노동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이 필

요하다. 이 경우 지원은 상담의사치료, 보건의료치료, 보험료지급, 정신치

료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 질병으로 인해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은 재

활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 개인은 노동활동 재개를 위한 상담 및 재활치료에 참여해야 한다.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4년 수급률은 4.2%였으며, 총 수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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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621명으로 성인은 270,300명, 아동은 140,321명으로 나타났다. 

성인 수급자는 2013년에 비해 1,09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가

구 수는 226,684명이며, 이는 전체 가구 수 대비 5.6%로 나타났다. 수급 

가구 수는 도입 이래 1990년 중반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6년 72만 

가구, 전체 스웨덴 가구 대비 10%가 넘는 수급률을 보였다. 이후 수급가

구 수는 차츰 감소하며, 2007년 37만 가구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1995년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정착수당(Introductory Allowance for 

Refugees and Certain Other Aliens Act)의 도입으로 난민과 이민자

들이 경제적 지원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평균 수급기간은 

1990년 도입 초기 4.3개월이었던 것이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6.5개월로 

14년 만에 2.1개월 증가함을 보였다. 

〔그림 5-2〕 경제적 지원 수급가구 및 지출액 추이

(단위: 크로나, 가구)

   주: 지출액은 백만 크로나
자료: Socialstyrelsen(2015b).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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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2014년 경제적 지원 수급자 현황

년도 총 인원수
 총 인구대비 총 가구수


 총 가구대비 평균 수급기간

2005 406,743 4.5% 225,338 6.1% 5.8개월

2006 392,466 4.3% 218,584 5.8% 5.9개월

2007 378,552 4.1% 211,586 5.6% 6.0개월

2008 384,671 4.2% 215,172 5.7% 6.1개월

2009 422,320 4.5% 237,307 6.2% 6.2개월

2010 437,050 4.7% 247,210 6.5% 6.4개월

2011 418,039 4.4% 235,974 6.0% 6.6개월

2012 399,410 4.2% 225,106 5.7% 6.6개월

2013 411,485 4.3% 228,056 5.7% 6.6개월

2014 410,621 4.2% 226,684 5.6% 6.5개월

   주: 1) Ekonomiskt bistand 수급가구에 속하는 성인, 아동 모두 포함. 수급자 중 남성/여성 이외
의 성별도 포함.

        2) 한 부모(무자녀&유자녀)/동거(무자녀&유자녀)/그 이외(무자녀&유자녀) 가구형태 포함. 
유자녀 경우 수급자 나이가 18세 이하.

자료: Socialstyrelsen(2015b). p.50.

〈표 5-6〉 2014년 경제적지원 성별 수급자 현황

년도 여성 남성 아동(18세 이하)

2005 134,973 136,634 135,136 

2006 129,162 135,029 128,275

2007 124,221 130,540 123,791

2008 126,642 132,216 125,813

2009 138,085 146,322 137,913

2010 143,406 150,611 143,033

2011 138,232 142,886 136,867

2012 131,192 136,563 131,647

2013 132,271 139,094 140,089

2014 129,660 140,614 140,321

자료: Socialstyrelsen(2015b). p.50

2014년 연령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9세 이하의 수급자가 

82,930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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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70명, 40대가 49,366명을 보였다. 16~19세 이하의 연령에서도 

33,657명의 수급자를 보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급률이 낮아지는 경

향을 보인다. 이는 스웨덴의 높은 소득보장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연금제도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근로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노동자들은 

소득비례연금(Income Related Pension)을, 이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

들은 최저보장연금(Guarantee Pension)에 의해 보장받기 때문이다. 

Socialstyrelsen(2015b) 보고서에 따르면 38%의 수급자가 18에서 29

세 사이이며, 18세 이상의 수급자중 38%가량이 1년에 10개월 이상 수급

을 받는 장기수급자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급자를 보자면 보건복지국의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대

도시의 경우 공공부조의 지급기간이 평균 6.7개월이지만, 농촌의 경우 

4.3개월에 그치고 있어 전체 금액이 낮게 산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대도시의 저소득층이 고정 수입이 없을 경우 사회서비스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Socialstyrelsen 2009:12, , p.195-203). 

〔그림 5-3〕 남녀 연령별 수급자 현황

자료: Socialstyrelsen(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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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2014년 경제적지원 연령별 수급자 현황

연령 합계 여성 남성

16~19세 이하 33,657 15,741 17,916 

20~29세 82,830 38,928 43,902 

30~39세 57,670 28,969 28,701 

40~49세 49,366 25,425 23,941 

50~59세 37,992 17,445 20,547 

60~64세 12,130 5,397 6,733 

65세 이상 9,392 3,918 5,474 

합계 283,037 135,823 147,214 

자료: Socialstyrelsen(2015b). p.50

가구 유형별 수급자 현황은 자녀가 없는 가구가 157,362가구로 자녀

가 있는 69,322가구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남성 한부모 가구가 여

성 한부모 가구에 비해 9,500명 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자녀가 있

는 여성 한부모 가구가 가구 유형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2014년에는 전체 한부모 여성의 21%가량이 사회부조를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스웨덴 공공부조 예산과 수급대상자의 규모를 분석해 보면, 2013

년 정부 예산에서 각 코뮨에 지급된 재정규모는 108억 크로나를 차지하

고 있고, 스웨덴 전체 가정의 6%가 공공부조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급자 규모를 보면 228,056 가정에 이른다. 공공부조 

수혜자 가정 중 성인이 271,396명, 아동이 140,089 명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수혜자 411,485명 중 15세 이하의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34%에 

이르고 있다(Nyheter, 2015,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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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2014년 가구형태별 수급자 현황

가구 형태 자녀유무 가구수

총 가구

무자녀 157,362

유자녀

1명 30,763

2명 20,362

3명 10,345

4명 이상 7,852

합계 69,322

합계 226,684

한 부모 가정

여성

무자녀 54,114

유자녀 35,649

총 89,763

남성

무자녀 91,605

유자녀 7,673

합계 99,278

합계 189,041

한 부모 가정

무자녀 145,719

유자녀

1명 22,396

2명 12,675

3명 5,272

4명 이상 2,979

합계 43,322

합계 189,041

동거가정

무자녀 10,579

유자녀

1명 8,340

2명 7,682

3명 5,073

4명 이상 4,871

합계 25,966

합계 36,545

기타 가정 14

자료: Socialstyrelsen(2015b).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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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경제적 지원 지출 현황 

년도
가구 당 평균 수급액 

(월 단위/SEK)
가구 당 평균 수급액
(수급 전체기간/SEK) 

가구대상 총 수급액* 
(수급 전체기간/SEK) 

2005 7,361 42,588 9,597

2006 7,486 43,950 9,607

2007 7,519 45,175 9,558

2008 7,536 45,871 9,870

2009 7,816 48,753 11,569

2010 7,542 48,451 11,978

2011 7,324 47,982 11,322

2012 7,148 47,076 10,597

2013 7,210 47,366 10,783

2014 7,195 46,521 10,546

   주: 가구대상 총 지급액은 백만 단위
자료: Socialstyrelsen(2015b). p.50

수급 전체기간의 평균 수급액은 46,521크로나(한화 660만원 가량)이

며, 이는 고정가격(fixed price)으로 2013년과 거의 변함이 없다.22) 

2014년 전체 지방정부는 지원금으로 100억 크로나(한화 1조4천억)가량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인구 25,287명의 Uppland-Bro 코뮨의 경

우 2014년 수급가구는 580가구이며, 이중 한부모 가구가 498가구, 동거

가구가 82가구이다. 여성 수급자수가 354명으로 남성 330명에 비해 24

명 더 많으며, 18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 수급자는 316명으로 집계되

었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전국 평균보다 6천 크로나 가량 많은 

52,557크로나였으며, 총 지급액은 약 3천만 크로나로 나타났다 

22) 사회부조만 포함한 가격으로, 이민자 수당(Introductory allowance for regugees)은 제외되
었다.



제5장 사회부조제도의 현황 137

〈표 5-10〉 Upplands-Bro 코뮨 수급 현황 (2012-2014년 통계자료)

2014 2013 2012

총 인구 25,287 24,703 24,353

총 가구

한 
(부모) 
가구

여성 무자녀 170 175 143

유자녀 92 116 106

남성 무자녀 219 239 213

유자녀 17 15 17

동거가구
무자녀 23 21 21

유자녀 59 53 47

합계 580 623 552

가구당 지급액 (수급 전체기간/SEK) 52,557 46,915 50,808

가구대상 총 지급액(수급 전체기간/SEK) 30,483,000 29,228,000 27,750,000

수급자

성인
(18세 이상)

여성 354 371 321

남성 330 339 308

아동/청소년(18세 이하) 316 351 300

합계 1,000 1,061 929

자료: Socialstyrelsen (2015b).

지방정부의 경우 사회부조 프로그램의 목적과 지역별 수급자의 욕구는 

인구집단별로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의 사회부조 수급률은 

0.5%에서 18.8%로 다양하며, 아동가구의 수급율은 0.5%에서 28.5%까지 

차이가 난다. 또한 지역별 청년 수급률은 0.6%에서 29.7%까지 상이하다

(Socialstyrelsen, 2015b).  

제3절 사회부조제도에 대한 평가

  1. 사회부조제도의 최근 동향

스웨덴에서 사회부조의 평가는 주로 빈곤의 원인에 제대로 대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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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와 관련된다. 일시적으로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의 발생

은 스웨덴 보건복지청(Socialstyrelsen,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의 분석에 따르면 두 가지의 원인에 기인한다. 보건복지청

의 공공부조보고서(Ekonomiskt bistånd: Handbok för social-

tjänsten)의 분석에서 공공부조를 필요로 하는 사회취약계층의 발생은 

우선 사회구조적 원인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ocialstyrelsen 2013a, 

p. 11). 이는 노동시장의 갑작스런 변화에 따라 실업자가 양산되었지만, 

경제의 장기침체, 고용시장의 악화, 그리고 적절한 재취업교육의 부재 등

으로 노동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실패해 발생하는 경우이

다. 이와 함께 장기 실업으로 인해 실업급여가 고갈되거나 장기병가로 인

해 병가급여가 고갈될 때 사회취약계층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국가의 장기노동시장의 그릇된 예측으로 특정 직업교육에 과잉 

투자한 결과 노동시장에서 고용상황이 단기간에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취업기회의 박탈로 사회취약계층도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경제, 고용, 교육 등 국가정책의 실패와 국내소비 형태 및 유가상승, 

재정위기 등 국제적 상황변화에 따른 시장의 장기침체, 기업고용 능력의 

부재 등 정책과 시장의 구조적 실패에 따른 경우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 

경우 가족부양을 위한 공공부조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회취약계층의 

단기적, 혹은 임시적 수혜의 정도는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상황의 반

전이 수반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다(Socialstyrelsen 2013a, 

p.11). 하지만 국제적 재정위기의 장기화에 따른 국내 대응정책의 부재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의 필요성은 점차 장기화, 대량화의 조

짐을 보이고 있다. 극단적인 예가 바로 그리스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

의 위축과 장기청년실업, 중장년 실업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그리스, 포

르투갈, 스페인 등의 국가 들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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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국민 개개인의 상황변화에 따른 다양한 원인을 들 수 있다.

아무리 노동시장의 상황이 좋아도 개인적인 교육수준 혹은 나이 등에 따

라 취업이 요원한 상황이 있다. 이 경우는 개인의 교육의 기피현상, 청소

년 비행, 범죄조직 가담 등으로 인한 조기이탈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비율이 높을수록 장기적 사회취약계층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노동시장

에 진출하는데 실패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퇴출될 경우 사회취약계층의 

공공부조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SOU 2011, p.11). 개인의 건강

상의 이유로 병가급여의 수혜자로 있다가 병이 호전되지 않아 노동시장

에 복귀하지 못할 때 국가로부터 일시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경우 국

가의 재활프로그램, 그리고 국영직업소개소와 연계된 프로그램에 참여하

면서 단기적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이민자 가족의 경우, 아무리 교육수준이 높고, 일자리가 풍부하더

라도 언어적 제약, 문화적 이해 부족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소양

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 장기취약계층으로 전락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남아있다. 스웨덴의 이민자가족 중 50% 내외가 스웨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장기 수혜자로 남아있게 되는 상황에서 이민

자와 스웨덴 국민간의 갈등적 요소도 가지고 있어 극우정당이 갈수록 인

기를 얻게 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가족병력으로 우울증, 

자살, 마약, 가정의 해체에 따른 심리적 동요, 알코올 등 다양한 사적 이

유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존의 사회보험제도의 울타리에서 

보호받지 못할 때 사회취약계층이 양산될 수 있다(Socialstyrelsen 

1995, p.5, 2013a, p.11).

이와 함께 특정 지역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미국 카타리나 

태풍 사태 이후 발생한 수재민의 장기간 가족부양의 실패 사례, 대형화

재, 대형사고, 건물 혹은 광산붕괴 등으로 가족부양자를 잃게 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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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생존한 가족 중 일시적으로 부양능력의 저하로 사회취약계층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 실패에 따른 구조적 원인과 개인적 신체적, 

정신적, 문화적 요인에 따른 원인뿐 아니라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원인

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단기적 구제제도의 필요성은 어느 나

라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사회부조 예산마련은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지방세를 통하여 운영된

다. 지출은 전 사회지출 중 작은 부분이었지만 1990년대 크게 증가하였

다. 1990년 60억 크로나에서 1998년 114억 크로나 그리고 2004년 87

억 크로나로 변화하였다. 사회부조 수급인구는 1990년 6%, 1997년 

8.5%, 그리고 2004년 4.6%로 변화되었다. 위기는 수급기간을 길게 하여 

1990년 4개월에서 1998년 5.5개월 그리고 2004년 5.7개월이 되었다. 

1999년 보고서에 따르면 10개월 이상의 장기수급자가 사회부조 전 지출

의 60%를 차지한다(Bergmark & Renate, 2006). 

사회부조의 수급자 구성과 수급기간이 악화되면서 1900년대 중반부터 

스웨덴도 사회부조의 정책 내용이 과거보다는 더 엄격해졌다. 변화된 정

책 내용의 핵심은 자조의 강조였다. 1900년대 이후 선정요건이 엄격하여

지고 급여의 보충수준은 낮아졌다. 그리고 활성화정책도 변화하여 ALMP

가 사회부조에서 눈에 띄게 강화되었다. 1900년대 초부터 상근일자리를 

찾아야하고 ALMP에 참여하여야 하고 정부의 제공하는 어떤 직업이든 수

용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계약된 고용관계를 거절하거나 정상적 고용

을 보증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한 사회부조에서 배제되면 안된다고 하

였으나 개인의 의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해석도 변질되었다. 1998년 

개정된 사회서비스법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개인의 자조노력에 대한 지방

정부의 권한을 크게 하였다.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사무소의 영향력이 

증가하였다. 특히 25세 이하의 젊은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하였다. 결과로 



제5장 사회부조제도의 현황 141

적격성심사와 근로조건의 연결은 더 강하여졌다(Bergmark & Renate, 

2006). 

스웨덴의 사회부조에서 근로를 강조하고 기준의 적용에서 엄격함이 심

화되었다하더라도 이러한 변화로 초래될 위험에 대한 대비가 준비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사회부조의 수급자 중 상당수가 근로빈곤층이고 아동이 

있는 가구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급가구 아동의 생활환경

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래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특

별히 배려하고 있다. 

근로연령대의 인구가 사회부조의 주 대상이 되고 있어 스웨덴 사회부

조제도의 중요한 정신은 아동의 보호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Socialstyrelsen, 2013a, p.23-25). 사회서비스법에 따라 아동(18세 

이하의 유아, 청소년 등을 모두 포함)의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하고(사회

서비스법 1장 2절), 편부 혹은 편모 슬하의 미취학 아동가정(사회서비스

법 1장 2절), 그 다음으로 편부 혹은 편모의 장애아가정(사회서비스법 2

장 4절)에 우선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아동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장기실업, 장기병가 등으로 가정이 경제적 위기에 처했거나, 부모의 이혼 

및 별거 등으로 편부 혹은 편모가 양육할 때 아동의 삶의 질을 우선적으

로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급가구의 아동의 소

유로 된 재산은 적격성 심사에서 별도로 고려하여 이 재산이 빈곤아동의 

미래에 투자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한국의 공공부조 제도의 발전

적 논의에 필수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스웨덴의 사회부조에서 과거 대비 고용조건의 강조가 강해졌다고 하여

도 스웨덴의 사회부조는 사회부조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문제에 사전단

계에서 대응하는 정책 구상과 추진으로 사회부조의 부담을 줄이는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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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정책의 우선지향이라는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스웨

덴의 사회부조가 복합적 문제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전문적 서비스 정

책으로 고가의 것으로 운영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어지는 ‘사회부조

의 이슈’에서 청년과 이민자에 대한 스웨덴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사회부

조 이전에 좀 더 전문화된 보편적 제도를 모색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하나

의 사례라 할 수 있다.  

  2. 사회부조의 최근 이슈

사회부조에서 장기실업자, 이민자와 청년의 증가는 사회부조에서 심각

한 이슈가 되고 있다. 청년은 대부분 취업이 어려운 환경에서 수급자가 

된 것이지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 다양한 고용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청년수급자는 비교적 단기에 수급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민자의 경우는 장기 수급자로 남을 위험이 큰 집단

이다. 하지만 이민자에 대해서는 이민자의 성공적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

는 별도의 법 개정과 정책 강화로 사회부조 이전 단계에서 정부의 개입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 조정의 시기를 지나면 결과적으로 스웨덴에서 

가장 전형적인 수급자 집단인 복합적 문제로 취업 등이 어려운 수급자 집

단이 사회부조의 대상으로 남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최근 밝혀진 바로는 사회부조 수급의 대다수의 사유가 실업이며, 이 둘

의 연관관계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뚜렷하게 발견되며, 이는 실업보험

제도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Broström, 2015). 2013년 스웨덴 전

체 국민의 4.4%가 사회부조를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60%는 1

년에 10개월 이상 수급하였다. 특히 청년, 한부모 가구, 이민자들이 많았

다. 사회부조 수급 원인은 실업(55.5%), 질병(11.1%), 그리고 사회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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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였다(Broström, 2015, Socialstyrelsen, 2014). 사회부조수급

자들은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이들이다. 이민자와 

청년실업자도 그러한 집단이다. 

현재 스웨덴의 공공부조제도에서 가장 큰 장애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하나로 난민의 가파른 증가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의 이민자

는 과거 이민자와 다른 구성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 급증하였다. 이전 터키 등으로부터 온 이민자들은 

교육을 받고 취업과 통합이 용이한 이민자들이었다면 최근 이민자들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이민자들로 정착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특징을 보인다. 2009년 입국자 수의 따른 순위를 보면 이라크 소말리아, 

폴란드 중국 순이다. 내국인과 해외에서 온 이민자의 고용률 차이가 적지 

않아 약 20%(1987-2009 평균)에 이른다. 난민배경의 신규이민자의 노

동시장진입의 기간은 짧지 않다. 남자의 경우 체류허가 후 1년에 15%가, 

3년에 35%, 그리고 5년 후 취업이 50%이다. 여자는 1년 후 취업이 5%, 

3년 후 취업이 20%, 그리고 5년 후 취업이 30%이다(Statistics Sweden, 

Labour Force Surveys(LFS), 2015.10.5.접속).

매년 5만 명 이상이 최근 매년 증가된 상태로 스웨덴에 배정된 난민은 

스웨덴의 균형분산 정책에 따라 대도시 및 중소 코뮨에 까지 의무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지방소도시의 

수용능력이다. 스웨덴의 사회서비스법에 따라 모든 난민들이 스웨덴 사

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의료, 건강검진, 교육 등의 기초지원을 하였

지만, 소도시의 경우 수용능력이 모자라 국가적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

에 있었다. 일부 극우단체에서는 난민들이 정식거류허가를 받고 정착할 

때까지 집단거류지에서 수용만하고 사회서비스법을 적응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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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정책도 강화되어

왔고 이러한 스웨덴 정부의 노력으로 코뮨이 운영하는 사회부조의 정책

적 부담도 줄어들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1995년 이후 2009년까지 이민

자 초기정착수당제를 실시한 바 있다. 난민 등 기타 유형의 이민자 초기

정착수당(Introductory Allowance for Refugees and Certain Other 

Aliens Act/ Introduktionsersättning för flyktingar och vissa an-

dra utlänningar)23)은 스웨덴에 새롭게 이주해온 이들이 사회정착 및 

취업활동을 돕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책임을 갖는다. 해당 법은 1995년 4월부터 그 효력을 가졌으며 2010년 

12월 1일 폐지되었다. 그러나 2010년 12월 1일 이전 난민/이민자로 등

록된 사람에게는 여전히 법적 효력이 유효하다. 이 제도에 대하여 지방자

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구역 내에서 받아들여진 난민/이민자를 대상으로 

수급 여부나, 규모를 결정한다.

이민자 초기정착수당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① 정부에 의한 특별한 지

원을 통해 스웨덴으로 보내진 외국인, ② 난민수용소에 등록된 후 스웨덴 

거주허가증를 취득한 외국인, ③ 외국인법(2005:716) 5조 1항 또는 6항

에 적용하여 거주허가증을 취득한 외국인, ④ 위의 ①~③번의 경우를 통

해 스웨덴 거주허가증을 취득한 외국인과의 관계가 있는 자. ④번의 경우 

①~③번을 통해 거주허가증을 이미 취득한 외국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해

당지역에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만 허가증 취득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

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외국인에게도 

수당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2008년 ‘배제에 대항하는 권한부여: 정부의 통합정책’ 이라는 제목의 

23) 이민자 초기정착수당의 내용은 다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https:// 
www.riksdagen.se/sv/Dokument-Lagar/Lagar/Svenskforfattningssamling/sfs_sfs
-1992-1068/. 15.10.05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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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전략이 제시되었다.24) 그 중하나로 2009년 ‘신규이주자에 대한 

신속한 안내 및 통합을 위한 법’ 개정이 통과되었다(2010년 12월 1일 발

효). 대상은 난민, 체류허가를 받고 도움이 필요한 20-64세의 이민자와 

그 가족,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18-19세의 이민자이다. 신규 도착자에 

대한 신속한 스웨덴어 학습, 노동시장에의 합류 및 새로운 생활적응을 국

가책임으로 하여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촉진시키기 위한 법 개정이었다. 

이러한 지원은 최대 3년간 이루어지며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지방정부의 사회부조에 대한 부담은 이러한 제도

변화로 상당부분 감소하였고 당연 사회부조 수급자 전체 규모와 이 중 이

민자의 규모도 감소하였다. 이 전에도 앞서 보았듯이 2006년 고용관련 

법이 제정되고 2007년부터 언어학습과 함께 빠른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을 위하여 보조금을 제공하여 왔다. 신규이민자를 채용한 고용자에게 입

국한 신규이민자 채용하여 발생한 임금의 75%를 보조금으로 제공하였

다. 연령에 따라 지급 최대 기간이 다른데 25-54세 대상에게는 최고 5년 

동안 임금지원을 보장한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가 신규이민자 

안내에 공동의 책임을 진다는 것 이었다25).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총괄

적 책임은 고용부가 가지고 있는데, 고용부에는 고용장관과 통합장관이 

있다.26) 

앞서 사회부조의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스웨덴의 청년빈곤율이 높다. 

24) 비슷한 시기에 다른 관련 법안도 개정되었다. 이 법도 이민자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2008년 12월 비유럽국적자들의 합법적인 노동이주를 골자로 노동이민법을 개정하였는
데, 이 법의 배경에는 사용자측의 요구도 있었다. 사용자측, 스웨덴 기업가연맹에서도 
인구고령화로 인한 첨단 기술 인력의 부족현상을 호소하였다. 

25) Ministry of Inetgration and Gender Equality(2009), “Fact Sheet on 
Government reform to speed up the introduction of new arrivals in 
Sweden”. 

26) 스웨덴에서는 하나의 부처에 여러 명의 전문적 영역별 장관이 있다. 보건복지부에는 보
건‧사회장관, 공공행정‧주택장관, 사회안정장관, 아동노인장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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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경험이 없는 청년은 실업보험의 적용을 받기도 어렵다. 결국 청년

도 중요한 수급집단 중 하나로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ALMP와의 

연결이 중요해졌다. 청년 수급자는 대부분 단기에 탈수급을 하므로 과거

와 다른 양상의 수급자라 간주할 만하다. 청년과 같이 실업이 원인이 된 

수급자의 경우는 그 구조적 원인에 주목하고, 고용의 수요와 공급의 예측

에서의 결함. 산업교육영역에서 문제에 걸맞는 해법을 찾으려 노력한다. 

청년 실업과 청년수급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강

화되고 있다. 국영직업알선소에서 운영하는 구직 청년들을 돕기 위한 각종 

노동시장 프로그램도 이러한 정책의 예이다. ‘새출발 직업(Nystartsjobb)’

으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아래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연령이 20세 

이상 26세 미만인 동시에 실업을 경험하였고 국영직업알선소가 주관하는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던 자, 코뮨에서 생활비보조를 받고 

있는 자, 노동능력 감소자를 위한 국영회사인 삼할(Samhall)에 최소 6개

월간 고용된 적이 있는 자, 거주허가를 받은 지 36개월이 지나지 않은 이

민 구직자. 사업주가 이런 부류에 속하는 구직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사업

주가 부담하는 사회복지비용에 대해 정부가 최고 1년간 보조금을 지불한

다.27) 

청년들에 대한 노동보장(Jobbgaranti för ungdomar)도 있는데 이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국영직업알선소에 실업자로 등록한 자로 통상 4개

월 중 90일간 실업 상태인 25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주는 

이런 부류의 청년을 본인의 회사에서 최고 3개월 간 주당 최저 4시간의 

직장실습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사업주는 3개월이 지난 이후 실습생의 고

27) 삼할(Samhall)은 스웨덴 국가가 운영하는 노동능력이 정상인에 미치지 않은 기능 및 지
적장애인을 위한 사업체인데 전국에 걸쳐 약 250개의 본부가 있다. 임금의 일부를 국가
가 보조한다. 삼할 내의 직업은 주로 서비스업인데 주요 활동 분야는 건물관리, 창고, 물
류센터, 청소 및 세탁, 제조업 및 노인복지서비스이다(홈페이지 http://www.samhall.se 
참조, 2012. 07. 01, 손혜경, 2012, p. 5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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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실습생들은 국영직업알선소가 지급하는 실습

생 지원금 또는 발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송혜경, 2012).

2015년 스웨덴 정부의 춘계 예산안에는 청년 실업에 대응하는 제도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견습일자리 제도(Trainee Jobs)와 교육계약제도

(Education Contract)를 주목하고 있다. 이 두 제도는 그동안 청년실업

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교육과 직업 간의 불일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도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과거 ‘청년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보장 제도(job guarantee for youth)’를 대체한 ‘청년실업자 90일 일자

리보장 제도(a 90-day guarantee)’ 중 하위 프로그램이다. 새로이 도입

될 ‘90일 일자리보장 제도’는 청년의 실직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

을 막기 위해 기간에 제한을 둠으로써 90일 이내에 구직을 하거나 직업훈

련을 받게끔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계획되었다. 이는 스웨덴 공공고용서

비스센터에 등록한 모든 청년실업자들에게 해당된다. ‘견습일자리 제도’

와 ‘교육계약제도’는 ‘90일 일자리보장 제도’ 중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들

이다.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청년실업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

를 삼고 있다(송지원, 2015). 

2015년 청년실업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서 스웨덴 정책 집행의 전통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고용사무소와의 협력이 강조되었다. 청년실업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이 중요한데, 스웨

덴 2014년 12월 청년실업 관련 노동시장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지역사회 

단위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단을 구성한 바 있다. 2015년 춘계 

예산안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고용서비스센터(Arbetsformedlingen) 

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위한 기금을 이 대표단에게 제공할 예정이

다. 이 금액은 2015년 7.5억 크로나, 2016년에는 9억 크로나로 책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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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장기실업

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 부문 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3단계(Phase 3)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동시에 시작되는 계획

이다. 3단계 프로그램은 25세 이하 청년이 스스로 구직을 위해 노력하고 

구직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실패했을 때, 마

지막 단계로 복지 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으나, 해당 부

문의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아 청년실업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복지 분야 내 새로운 일자리는 

기존에 제공되었던 일자리의 성격과는 다른, 임금이나 기타 조건에 있어 

더 나은 형태의 일자리로 제공될 계획이다(송지원, 2015,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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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집행체계의 개요

스웨덴의 공공부조 활동은 오랫동안 교회가 관리하고 있었으나, 1847

년의 빈민구제법의 발효 이후 사회구호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관리를 국

가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극빈자의 거주지 소재 코

뮨의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1918년 이후 극빈자 보

호는 코뮨의 업무로 귀속되었다고 하겠다. 스웨덴의 1974년 헌법은 지방

독립권을 규정하고 재정 및 행정권의 재량을 부여해 모든 복지서비스 업

무까지 지방이 책임을 갖는 구조로 구축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책임이라

는 해석은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지방의 자치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개인 삶의 질이 지역마다 

다른 경제사회 및 노동시장의 차이로 인해 잘사는 지역과 상대적으로 못

사는 농어촌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해 헌법에서 목표하고 있는 국민 행복추

구권이나 평등권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내재해 있다. 따라서 1982년 사회서비스법의 제정을 통한 개혁

은 전 국민에게 동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어느 코뮨에 거주하든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체 코뮨에 사회복지사무소(Socialnämnden)를 

설치할 것을 강제규정으로 못 박고 있다(사회서비스법 3장). 지방재정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지만, 동일한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예산의 일부는 지방교부금 형태를 통해 지방에 배분하고 

사회부조제도의 집행체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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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지방교부금은 스웨덴 정부예산 중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이며 

2016년 기준 정부예산안 9,233억 중 10%를 넘는 933억 크로나가 책정

되어 있을 정도로 비중이 매우 높다. 사회정책분야 다음으로 높게 책정되

어 있어 지방 교부금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평준화 하고 지역 간 양극화

를 해소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Regeringens proposition 

2015/16:1 p.4).

스웨덴의 공공부조 제도의 행정전달체계는 지방분권화의 존중과 중앙

지원 및 연계프로그램으로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지만, 세금 및 재정에 

대한 지방재량권과 독립적 예산권 등의 존중, 그리고 중앙정부의 간섭배

제 등은 앞으로 한국에서 복지행정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논의에서 충분

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법제정과 동시에 재원의 확보를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스웨덴과는 달리 중앙에서 법제화를 통

해 지방에 책임을 전가하는 현 한국의 복지제도의 실태를 감안해 볼 때 

복지예산의 팽창으로 파산하는 지방정부가 속출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아예 법은 법대로 두고 복지서비스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지방이 

앞으로 속출할 수 있는 문제점에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이행되나 주거지역을 중심으

로 통합 운영된다(신필균, 2011, p.112-113). 담당 소관기관이 흩어져 

있더라도 가족이나 개인이 이에 대한 불편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 또한 

스웨덴 전달체계의 특징이다. 스웨덴 전달체계는 한곳에서 모든 것이 이

루어지는 원스톱서비스라기 보다는, 처음 문제를 담당한 기관에서 이와 

연관된 다른 기관을 알선하고 서비스가 자동적으로 이어지게 해주는 방

식이다.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이 담긴 서류가 움직인다. 통합적 서비스가 

상승효과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런 문제를 도와주는 단위가 소규

모 지역단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도 특징이다. 사회보험사무소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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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RFV와 고용지원청이 맡으나 이는 또한 란드스팅이 운영하는 홈

닥터와 진료센터, 아동진료소, 모성진료소 등과도 연계된다. 그리고 다양

한 주체가 운영하는 각종 성인교육센터가 있다. 만약 대상자가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할 경우 지역 사무소간의 협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원

칙적으로 대상자가 협력에 승인(consent)하여야만 하며, 사회서비스와 

다른 기관간의 정보 공유에 동의하여야만 한다. 조직 간의 협력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행해져야 하며, 이는 대상자의 욕구 해결을 위해 조직화된 

노력을 의미한다. 협력은 통합적 접근과 관련 있으며, 대상자의 상황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과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하

는 것이 필요하다. 스웨덴 정부는 취약 계층에 대한 협력적 개입의 중요

함을 거듭 강조하였다(prop. 1996/97:124 & prop. 2003/03:132). 장

기실업상태, 정식적 문제 또는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대상자들은 부

처와 부처 사이 또는 급여와 서비스 체계의 회색지대(grey area)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들의 문제는 어느 기관의 담당인지 구분이 명확하

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사회서비스 틈에 머무를 수

도 있다. 사회보험부, 고용사무소와 다른 보건시스템은 단기적 계획과 적

절하지 못한 개입을 제공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입장에서 이

러한 엄격한 부처 구분을 이해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스웨덴의 사회부조 담당 공무원의 규모가 적지 않으며 사회부조담당과 

서비스 담당은 하나의 조직에서 비교적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사

회부조의 시행을 위한 일선의 조직형태는 지역조건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신청은 지역사회복지사무소(local social 

welfare offices)에서 수행한다. 여기서 모든 시민이 소득, 급여기준, 주

거비, 다른 지출들을 고려하여 적격성심사를 수행하도록 배치된 사회복

지사와 그들의 경제적 문제를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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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방정부의 집행구조28)

코뮨은 자율적으로 사회부조의 집행 체계를 구조화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지방정부의 사례로 사회부조 집행체계를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웨덴에서 사회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수준은 매우 높다. 사회

부조는 코뮨의 책임 하에 있다. 코뮨은 의뢰와 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하

부조직인 위원회, 그리고 지방정부 청에 해당하는 행정사무소로 구분된

다. 서비스 제공은 행정사무소가 주관하는데 복지와 관련하여 지역에 사

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보험청이나 노동청과 협력한다. 참고로 사회보험

청과 노동청은 중앙정부 차원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노동청은 거의 지방

정부(코뮨) 단위로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아래에서는 코뮨 중 하나의 지방정부를 사례로 사회부조의 전달체

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스톡홀름 인근의 코뮨 중 하나인 

Upplands-Bro Kommun은 스웨덴에서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중간 정

도의 규모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면적으로 본다면 큰 지역에 속한

다. 이 지역은 수도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나 호수와 녹지로 구성된 지역

이다. 약 2만 5천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평균 연령은 38.6세 정도이

다. 주민의 39%가 고등교육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30%의 주민은 80개

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인구는 1970년대 말에 크게 증가하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취업인구는 만천 8백 명이며 코뮨은 

천 5백 명을 고용하고 있는 거대 고용주이다. 물론 코뮨에 채용된 고용인

들이 모두 이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다. 

Upplands-Bro의 의회는 사회민주당이 14석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28) 본절은 Upplands-Bro Kommun의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제6장 사회부조제도의 집행체계 155

중도정당이 10석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자유당은 4석에 그치고 있다. 

Upplands-Bro도 전체 예산에서 교육과 노인, 장애인 돌봄에 가장 큰 비

율을 지출하고 있으며 개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약 9%를 지출하

고 있다. 

코뮨은 의뢰와 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하부조직인 위원회, 그리고 지방

정부 청에 해당하는 행정사무소로 구분된다. 서비스 제공은 행정사무소

가 주관하는데 복지와 관련하여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보험청

이나 노동청과 협력한다. 

Upplands-Bro코뮨의 조직도를 보면 지방정부의 사무소에서 사회서

비스(행정)국이 사회부조의 집행을 담당한다. 그 중 서비스제공부서에서 

집행을 담당하고 서비스국의 다른 두 개 부서에서는 품질관리를 위한 조

사와 이를 기초로 한 서비스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품질관리, 인프라, 그

리고 서비스제공이 세 개의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수행된다. 사

회복지서비스 부서 중 사회서비스 제공부서는 다시 여러 개의 하위부서를 

두고 있는데 크게 구분하자면 아동과 청소년, 가족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

는 부서, 노인 및 장애인 지원부서,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

공하는 부서로 구분된다. 성인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생계지원, 약물중독

에 대한 치료 등을 다룬다. 성인부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생활 독립이고 

이러한 이유로 역량강화(empower)를 강조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웨덴은 정치체인 위원회와 행정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선거에 

의하여 동시에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고 행정 수반도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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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Upplands-Bro 행정 조직도

자료: Upplands-Bro (내부자료). Welcome to the municipality Upplands-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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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Upplands-Bro 사회복지위원회 행정조직

자료: Upplands-Bro(내부자료). Welcome to the municipality Upplands-Bro

이 세 개의 부서에 60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 중이다. 종사하는 사회

복지사는 학사 및 석사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

하도록 가능하면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부서에서 2억 크로나의 예산을 사용한다. 

〔그림 6-3〕 Upplands-Bro 사회복지사무소 구성

자료: Upplands-Bro(내부자료). Welcome to the municipality Upplands-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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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조의 급여기준은 정부의 Ricks norm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이 

기준은 중앙정부 의회에서 1년에 한번 결정한다. 정부의 기준은 필수적

인 가계지출이 일부 항목을 고려한 것으로 식료품, 옷 등이 그 예이다. 기

타 항목은 월세와 전기료, 의료비, 치과비용, 안경 등으로 지방정부가 실

질비용을 충당한다. 지방정부마다 적용하는 사회부조 급여 기준은 상이

한데 위의 정부 기준을 참고로 하여 지방의회가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의회의 정당배경이 영향을 준다. 

제3절 사례의 지원과정

스웨덴에서 사회부조는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회부조는 본

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과 온라인, 전화로도 가능

하다. 전화 등으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안내한다. 예를 들어 

은행 기록 등이 필요한 서류에 해당한다. 개인이 신청 시 신청서 작성에

서 소득이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고 2] 사회부조 신청 시 신청서 기재내용

신상정보(성명, 주민번호, 국적, 가족관계 등)/거주지와 거주상태, 주택보조금신청여부/생계

지원신청여부(국가기준 생계지원과 주거비, 주택보험, 전기세, 노동조합비, 고용보험비, 출퇴

근비용 등과 같은 기타생계지원)/ 기타 사항으로 인한 지원 신청액/ 직업이력, 구직노력에 

대한 기록, 교육, 연금 등, 실직자의 경우 그 이유 등/ 세후 소득(급여명세서, 영수증 첨부), 

추자적인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급여수급을 위한 은행계좌번호/ 사실임을 확인하는 서명, 

감시허가에 대한 동의, 담당자의 메모

노동조합비도 신청서에 기록하는데 이 비용도 필요하면 지원하기 때문

이다. 스웨덴의 경우 재산기준이 엄격한데 자가 소유자는 사회부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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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받기 어렵다. 물론 개인적이 사정이 고려되기는 하며 이 기준의 이

해에는 스웨덴의 경우 주거지원이 비교적 발달하여 있다는 점이 고려되

어야 한다. 자가를 가지고 있으나 처분이 어려운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하고 3개월의 기한 내 매매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고 매매가 성

사되지 않으면 역시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여타의 지원이 갖추어진 사

회에서 사회부조에 대한 적격성 심사 기준을 오히려 더 엄격한 성격을 지

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회복지사를 면담하게 된다. 2주 이내 사무실에 

면담이 이루어지고 면담이 이루어질 때 조사가 진행된다. 신청인은 구직

의 경험을 증명하여야 한다. 각종 증명서류는 신청인 본인이 가져와야 한

다. 대체로 면담은 약 한 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소요한다. 독립을 위한 

상담과 정보제공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면담에서 계약서가 작성된다. 

사회부조 수급자는 매달 새롭게 신청절차를 거친다. 개인 정보는 같은 부

서 내에서 사회복지사들 간에는 공유가 가능하다. 상담정보도 공유된다. 

부정확한 보고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수정을 요구한다. 상담에서 사회복

지사가 확인하는 목록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3] 상당 시 확인목록(부록 참조)

가족사항, 자녀사항, 가족폭력, 거주지상황, 경제상황. 직업과 교육상황, 건강 상태. 관심분야와 

사회활동, 언어능력이나 거주허가증 등, 난민대상 근로와 관련된 계획, 개선을 위한 개인의 

노력, 개인의 목표와 계획, 적격성에 대한 판정, 계획으로 목표와 합의된 계획(부록 참조)

지원이후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존중이 이루어졌

는지 등을 조사하는데 정기적으로 월 1회 정도를 실시하고 이를 서비스 

제공에 반영하도록 한다. 업무량 증가가 있지만 평가의 진행하는 것을 체

계화하여 두었다. 참고로 Upplands-Bro Kommun의 사회부조 수급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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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보면 실업의 비율이 가장 많고 질명, 그리고 정신질환 등으로 근로

할 수 없는 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표 6-1〉 2015년 Upplands-Bro코뮨의 생계지원 지급액 및 유형별 수급자 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월평균
전년
대비
(%)

Ekonomiskt 
bistand 지급액*

2,284 2,048 2,409 2,219 2,279 2,233 1,918 1,863 2,157 -11.05

생계비용* 2,153 1,979 2,206 2,098 2,193 2,156 1,798 1,752 2,042 -

생활비용* 131 68 203 120 86 76 119 110 114 -

가구수 290 279 297 291 277 270 249 251 276 -12.42

수급자수 520 473 515 516 507 502 461 449 493 -9.94

장애유형

실업 185 171 181 187 179 167 151 158 -

의사처방에 따른
질병

49 47 49 51 48 52 50 54

질병/거동장애 12 12 12 10 13 12 9 11

노동장애
(근로무능력)

38 37 36 34 35 32 29 26

요보호가구원돌봄
(foraldraledig)

7 7 8 10 8 9 9 8

취업상태관련
(arbetar)

13 14 18 14 14 13 11 11

언어장애 12 10 12 10 10 14 14 7

비생계장애 1 4 3 3 0 0 3 2

기타 14 10 12 9 10 9 8 8

비해당 3 2 5 3 1 1 1 1

실업률(%) 55.4 54.5 53.9 56.5 56.3 54.0 53.0 55.2

   주: (*) 천크로나
자료: Upplands-Bro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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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이민자가 사회부조 수급자 중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법의 개

정으로 이민자는 이민 후 3년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서 이

민자의 구성비가 감소하였다. 서비스대상 중 가정폭력 등 복잡한 문제를 

경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조건을 중요시한다. 

일선의 인력의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서비스제공과정에서 성인대상 지원부서는 중앙정부의 사회보험청, 노

동청과 접하게 협력한다. 사회보험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노동청의 각

종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사회부조를 신청하면 이 신청자가 구직이 가

능한지, 보험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지원을 결정한다. 고용센터에서 지원

하는 사람을 사회서비스 사무국에서 정기적으로 만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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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스웨덴 사회부조의 특성

스웨덴은 사회복지가 발전한 대표적인 모범국가이다. 보편적 복지로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려는 정책지향을 가진 국가 중 하나이다. 보편적 

복지제도로 보편적 수당과 사회보험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근로하

고 있거나 과거에 근로한 경험이 있는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보험은 오랜 동안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어 왔다. 그리고 노인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연금 등 별도의 안정망이 운영된다. 이러한 사회 환경에서 사회

부조에 대한 역할기대는 상이하다. 복합적 문제를 가진 집단, 그래서 근

로가 어렵거나 근로경험을 가질 수 없었던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

적응, 자립능력배양이 사회부조의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된다. 이러한 배경

에서 오히려 그 선정 기준은 엄격한 편인데 단적으로 자가 소유자는 수급

자가 되기 어렵다. 하지만 엄격한 기준의 적용 이면에는 사회부조 전에 

적용되는 보편적 제도들과 관대한 지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

가 소유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주거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1982년의 사회서비스 법으로 복합적 문제를 가진 집단에 대한 보호가 

단일 사회부조 체제하로 묶였다. 복합적 문제를 경험하는 집단은 단순한 

소득보장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도 필요로 한다. 사회서비스

의 제공은 작은 지역단위로 운영되어야만 효과적일 수 있다. 대상에 대한 

접근성과 민감성이 확보되어야 욕구에 맞춘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와 결합된 사회부조는 이런 이유로 작은 단위 지

결 론 <<7



166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스웨덴편

방정부인 코뮨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역사무소를 

통하여 지원하는 연금과 취업서비스 그리고 코뮨의 사회부조, 사회서비

스를 가구의 욕구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근거하여 결합된 상태로 지원하

고 있다. 

사회부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정책적 조건, 수급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정책이 일선에서 연계되도록 하는 방식을 

유지, 강화하는 정책이 병행된다. 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란드스팅과 생

계지원 및 사회서비스를 책임지는 코뮨, 그리고 고용이나 이민자 정책을 

책임지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복합적 문제를 경험하는 취약인구 집단에게 

연계 조정된 상태로 제공되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예산이나 평가 등 이러

한 연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일선의 전문가

들에게 전문적 재량의 여지를 주는 방식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부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중앙 및 

광역 등과 연계할 경우 예산집행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 감사 등에 대한 

부분도 법으로 명문화해 제도화의 틀을 갖추는 것도 앞으로 매우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스웨덴의 공공부조는 주민등록지의 코뮨이 책

임을 지고 극빈자를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일시적으로 소속거주

지를 이탈해 기거하게 된 경우, 머물고 있는 코뮨이 책임을 지고 극빈자

를 지원하게 하는 스웨덴 공공부조 제도의 핵심은 결국 국민의 편의를 최

우선의 가치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렇듯 법적 명문화는 국민의 편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효과적 수단이고, 

책임소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배제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한국의 공공부조 제도뿐 아니라 복지제도의 신뢰구축에도 매

우 중요한 절차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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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조의 급여수준은 내용으로 보자면 높은 수준이다. 수급자의 사

회적 통합까지 고려한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예를 들어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을 위해서 해외라 하여도 불가피할 때는 여행비 지원도 가능하다. 그

리고 개별 사례의 상황에 대응하여 필요한 각종 사회서비스도 제공되도

록 전문적 상담이 진행되므로 일선에 배치된 전문가의 수도 적지 않고 그 

전문성 수준도 높다. 이러한 여러 조건에서 사회부조는 값비싼 보호, 사

회정책 중 하나가 된다. 

사회부조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마도 근로일 것이다. 

스웨덴에서도 빈곤에 대한 실업의 영향은 더 강해졌다. 실업에 의한 경제

적 빈곤층을 관리하는 정책은 스웨덴에서도 당연히 매우 중요시된다. 스

웨덴도 사회부조의 변화를 경험 중에 있고 그 변화 중 주요 내용으로 실

업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어 있다. 스웨덴의 실업에 대한 정책대응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전략은 국민들이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 가입

하는 것이 쉽도록 하는 것이다. 스웨덴 모형의 전통적 특징은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전략이 강하다는 것이었다. 다음 전략은 취업의 기

회를 높일 수 있도록 사회부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

까? 사회부조는 일반적으로 대상자들이 제도의 인센티브를 이미 인지하

고 있어 그 설계가 까다로운 정책이다. 사회부조 정책에 대한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는, 근로할 의지를 잃고 사회부조 제도에 머무르려 할 

만큼 매력적인 제도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스웨덴에서 이러한 딜

레마는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그 심각성이 낮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스웨덴 정책 입안자들은 두 번째 전략으로 향해가고 있다.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스웨덴 정부는 최근 사회부조 수급자

들이 취업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급여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였다

(근로를 통해 발생한 수입이 적정 범위를 넘지 않으면 급여액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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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는다). 또한 사회부조에 활성화 정책을 추가했는데, 이는 사회

부조 수급자에게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부조 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Broström 2015; Socialstyrelsen 2015a).

요약하면 스웨덴의 사회부조는 지방정부를 단위로 서비스와 사회부조

의 결합 모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이 복합 문제를 경험

하는 빈곤층에게 기능적일 수 있음을 예증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의 정

책 집행과 지방정부의 정책 수행이 어떻게 협력하여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 사례에 대한 분석에서 중요한 함의

는 보편적 제도가 발달한 국가에서 사회부조가 어떻게 여타의 제도와 관

계를 형성하고 역할을 분화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각

국에서 사회정책이 발전하여 가면서 사회복지제도의 구성과 역할분화, 

기능강화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사회부조제도의 내용과 대상을 보면 스웨덴과 한국은 상이하다. 사회

보장제도에서 사회부조제도가 차지하는 위상도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스웨덴의 사회부조 제도를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부조제도를 인식하고 향후 제도적 개편 

방향에 대한 모색을 하는데 있어서 스웨덴의 사례가 전해주는 시사점이 

그리 작지 않다. 

첫 번째 시사점은 사회부조의 위상과 관련된다. 우리나라에서 2015년 

중반까지 가장 대표적인 사회부조제도로 그 역할을 해낸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는 약 10여 년간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제도이기도 하였다. 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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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교육지원을 포괄하는 사회부조제도로 여타의 사회복지제도가 발전

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전 방위 복지를 담당하였다. 수급자도 근로연령

층과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이나 기초연금, 아동수당, 실업급여 등이 충분하게 성숙하지 않은 상

황에서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와 복지제도도 전반적으로 그 수준이 향상되어왔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하였을 시점을 가정하면 사회부조제도의 수

급자 구성이 변화될 가능성을 배재하기 어렵다. 스웨덴과 같이 근로연령

층에 대한 실업지원과 각종 고용지원정책이 발전하고 근로연령층 가구원

과 함께 살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위한 보편적 수당이 확충된다면, 그리

고 노인을 위한 연금과 기초연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노인의 생계를 

보장하게 된다면 사회부조의 수급자는 현재와 다른 집단으로 변화될 것

이다. 2015년 이후 주거지원과 교육지원, 그리고 의료지원이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되어 욕구별로 지원되면서 이러한 전망은 더욱 

가능해졌다. 

우리나라의 사회부조 수급자들도 향후 각종 사회정책이 발전하면서 복

합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집단, 노인은 아니지만 당장 근로가 어려운 집단

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사회부조 수급자의 구성은 사회부조가 

담당하여야 하는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근로가 가능한 사회구성원

과 노인이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대부분의 수급자는 스웨덴과 같이 복합

적 문제를 가진 빈곤층만 남겨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각종 사

회서비스와 사회부조의 결합 필요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두 번째 시사점은 앞서 언급한 첫 번째 시사점과 관련된다. 사회부조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보장체계라 할 수 있다.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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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보편적 급여 그리고 서비스가 빈곤을 예방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스웨덴의 경우 사회보험의 기반이 약화되면서 사회부조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였다. 보편적 사회보장을 지향하는 스웨덴은 각종 수당과 

같은 보편적 현금급여 제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이러한 변화가 스웨덴 국

민의 삶에 준 영향이 적지 않았다. 빈곤위험이 높은 집단에 대한 선제적 

정책이 사회부조 제도 이전에 우선 적용되도록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이민자와 청년이 사회부조 수급자 집단 중 차

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별도의 정책을 확충하여 이 집단의 빈곤화에 

적극 대응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부조제도가 수급자의 생활을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개별화하고 그리고 적정 수준의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자면 

그 제도 운영이 비용은 여타 보편적 제도의 운영보다 매우 비싼 제도이

다. 한편 사회부조제도가 내생적 특성 중 하나가 사회구성원을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사회부조제도는 재원을 

부담하는 구성원과 의존하는 구성원이라는 이분화 경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사회부조제도는 그 제도의 역사에 항상 사회적 갈등을 촉

발할만한 요소를 갖고 있다. 사회부조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사회구성원

이 사회부조 수급자로서 잔존하게 하여 낙인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위험

을 줄이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사회부조는 가장 

후순으로 고려할만한 정책임이 분명하다. 

세 번째, 스웨덴의 사회부조가 아동에 대하여 강조하고 아동의 빈곤 세

습을 방지하려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다는 점도 유념할 지점이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낮은 출산율이 사회적 문제인 사회에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육성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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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의 아동이 이후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빈곤의 세습을 극복할 수 있

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성격의 사회부조제도가 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 아동의 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자산조사에서 제외

하고 좀 더 좋은 조건의 성인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여지를 준다거나, 

아동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병행 지원하고 아동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아동에 대한 우선 고려가 사회부조 제도의 설계와 집행에서 돋보였다.  

스웨덴의 사회부조는 그 집행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을 갖고 있다. 급여

의 결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고려 외 개별적인 가구 여건의 고려가 가능하

도록 하여 실질적인 기초보장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결국 일선

의 전문가의 재량에 맡기게 된다. 코뮨의 사회복지 전문가가 개별 사례에 

대하여 종합적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자칫 표준화, 획일화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줄였다. 물론 이러한 집행이 가능한 것은 일선의 전문가 

배치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일선 전문가들은 여전히 충분

하게 인력이 배치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건과 비교할 때 

일선에서 사회부조와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의 규모는 작다고 하기 어

렵다. 한편 사회서비스에서 공공의 비율이 큰 것도 사회부조의 운영에 긍

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부조 수급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

요한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코뮨의 공공 서비스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문가는 각 가구에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포괄하여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스웨덴의 사회부조 집행에서 이상적인 또 다른 측면은 중앙정부의 집

행조직과 지방정부의 조직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다. 사회보험은 중앙정부의 지역 사무소가 담당한다. 고용지원도 마찬가

지다. 사회부조 수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관련 정보, 고용관련 

정보와 서비스가 필요하다. 비록 사회보험과 고용분야 일선 조직이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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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할이지만 이들 조직과 지방정부의 복지담당은 매우 활발하게 협

력하고 있다. 이면에서 예산과 평가 구조가 이러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

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된 정부 간 역할분담, 재정분권

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스웨덴에서 사회부조는 지방정부인 코

뮨의 책임 하에 있다. 코뮨에 따라 급여기준이나 수준이 상이하다. 하지

만 지역 간 극심한 불평등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는 것은 중앙정부

의 주요 역할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재정여

건이 좋은 지방정부에서 재정여건이 나쁜 지방정부로 재정 자원을 이동,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스웨덴에서 지방정부의 조세권이 상당한 수

준으로 자율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 다르다

는 점이 고려되어 중앙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지방간 균형을 모색하는 정책적 노력이 없다면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 지방자치가 유지될 수 없다는 인식이 상당한 수

준으로 공유되었다고 한다. 지방분권은 이러한 분권이 실제 불평등을 강

화하는 방향이 아니고 지방의 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을 발전해갈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적 의미를 살리려면 지방정부 간 불균형을 조

정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웨덴 사례가 준 정책적 시사점은 적지 않

다. 정책적으로 고려할만한 사안들을 보면 그 내용을 적용 가능한 시기별

로 구분할 수 있다. 중장기적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내용과 단기적으로 

비교적 빠르게 우리나라 사회부조의 개선에 반영을 시도하여 볼 수 있는 

내용이 혼합되어 있다. 우리나라 사회부조 제도의 개선에서 고려할 내용

을 정책 개선의 일정을 고려하여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빈곤가구 중 아동에 대한 고려가 사회부조에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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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화될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는 연금제도

의 미성숙 등으로 인하여 스웨덴, 그리고 여타 선진 복지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노인 수급자가 많고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지원이 강

조되어 있다. 하지만 근로불안정으로 근로연령층의 기초 생활이 위협받게 

되었고 근로빈곤층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사회부조에서도 아동이 있는 가

구에 대한 내용 보완을 조속히 고민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부조의 설

계와 운영에서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와

의 연계가 과거 대비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각 수급가구의 욕구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선의 전문 인력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히 서두를 일이다. 

중기로 보자면 사회부조제도에서 개별가구의 욕구를 반영하는 사회부

고제도의 설계가 더 정교하여 져야 한다. 2015년 욕구별 급여체계로 사

회부조제도가 개편되었다. 하지만 아직 의료, 주거, 교육 욕구에 대응하

는 제 제도들이 전문화, 체계화되어야 하는 여지는 남아있다. 그리고 개

별가구의 긴급, 비일상적 욕구에 대응하는 장치는 아직 사회부조제도에

서 관련 내용을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부조 예산의 상당 부분. 50%~80%는 중앙정부가 

분담한다. 하지만 사회정책이 발달하면서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정부들

은 벌써 사회복지정책의 수행에 난색을 표하기 시작하였다.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기를 드는 지방정부도 등장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정

부 재정에 대한 조정능력은 스웨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였다. 합리적인 

지방정부재정의 조정기제를 마련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여전히 숙고하여

야 하는 과제이다. 장기젹으로는 개선 내용을 보자면 제도의 재설계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발달, 성숙하면서 우리나라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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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조 수급자의 구성이 변화될 것이므로 이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부조 

제도를 설계하여 두고 시기별 제도 변환 시나리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변화된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사회부조와 관련 제도와의 기능분

담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표 7-1〉 스웨덴 사례에 기초한 한국 사회부조 제도의 개선 방향

단기 중기 장기

◦빈곤가구 아동에 대한 
미래 지향의 지원 보완
◦취업지원과 사회부조
의 결합강화 방안 모색
(예산과 평가의 공유)
◦지방정부 등 사회부조
정책 일선의 전문인력 
강화

→

◦급여결정의 전문가 
판단 관여 및 개별 가
구의 욕구에 반응하는 
지원 설계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여건 조정기제 강
화 

→

◦수급자의 구성 변화 
전망과 사회부조의 재설
계
◦사회부조제도의 정책
환경-보편적‧준보편적 정
책-과의 기능분담 체계
화 

끝으로 스웨덴 사회부조에 대한 오해를 줄일 필요를 언급하고자 한다. 

스웨덴이 사회보장에서 보편적 제도를 우선으로 하는 모범적인 국가라고 

알려져서 스웨덴의 사회부조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두지 않은 것도 사

실이다. 스웨덴이 보편적 수당이나 서비스를 발전시킨 국가이지만 스웨

덴의 사회부조는 그 급여기준이나 내용, 그리고 제도적 위상에서 수준이 

높다. 사회부조에 대한 정부 지출의 수준도 낮지 않다. 스웨덴 복지의 수

준은 복지제도의 구성에서도 확인되지만 개별 제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다. 스웨덴의 사회부조는 우리나라 사회부조에 대한 반성과 이후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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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2016 예산안

자료: Regeringens proposition 2015/16:1, p.4 

부 록 <<



사회부조 신청자 상담 시 확인 사항(Social Assistance Checklist)29)

⧠ 신청 목적 및 현재 상황

○ A는 실업자이며 생계수단이 결핍된 상태이다. 이전에 친족 및 친

구의 도움을 통해 생계유지했다. A는 현재 임신 중이며 그녀 자신

과 아이를 위해 나은 삶을 꾸리기를 원한다.

⧠ 가족상황

○ A의 아버지는 Solna 에 거주하며 이전에 A는 자신의 아버지 집에

서 생활을 하며 생계유지를 하였다. A의 아버지가 그녀의 임신사실

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A와의 연락을 두절하였다. A는 자신의 자

매와 어떠한 접촉이 없었다. A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자신의 엄

마의 거주지 Kungsängen으로 이사 하였다.  A는 Kungsängen에

서 성장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관계를 엉망이라고 표현했으며 

자신의 유년 시절을 매우 힘든 시기로 표현하였다. 

⧠ 자녀상황

○ A는 대략 4월 23일자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녀는 피곤하고 건

강이 좋지 않았다. 보건소에 따르면 그녀의 아들은 건강하다. A 

는 아이를 위해 자신의 삶과 생활환경을 올바르게 하길 원한다.  

A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녀는 이전

에 자신의 전 남자친구 집에 살았지만 그녀가 아이의 아버지가 누

29) Upplands-Bro 내부자료

부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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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집에서 떠나야 했다. A는 출산을 

앞둔 아이의 건강에 집중하고 있다.

⧠ 폭력 피해 경험

○ A는 정신적, 육체적 폭력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

녀는 15살 때 남자친구가 그녀를 살인시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그녀는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파괴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진

술하였다. A는 이에 대한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았다. 

⧠ 주거 상황

○ A는 부모가 이혼한 이후로 여러 곳에서 거주해왔다. A는 자신의 

친지의 집, 친구의 집 그리고 남자친구 집에서 살았다. 임신한 이

후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의 집에서 2,600크로나 월세 방 한 칸을 

빌려 생활하고 있다. A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1평짜

리 6,600크로나 월세 아파트를 재임대로 계약 하였다. 월세에는 

가구, 난방, 전기세가 포함된다. 이 계약은 연장가능하다. A는 퍼

스트핸드 계약을 희망하고 있다. 

⧠ 경제상황

○ A는 스스로 생계활동을 한 경험이 없으며 친족 및 남자친구가 A

의 생계를 해결하였다. A는 이 문제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결핍되

어 있다고 진술한다.

⧠ 직업 및 교육

○ A는 초등과정을 마쳤으며 고등학교에서 미용교육과정을 자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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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A는 일시직으로 일을 한 적이 있으나 도중에 해고를 당하거

나 스스로 일을 그만두었다. A는 식료품점과 노인 대상으로 개인 

보조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 A는 그녀가 정신적으로 힘들었기 때

문에 일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으며 어떤 날은 침대에서 일어나

는 것조차도 매우 힘들었다고 진술하였다. A는 2014년 11월 7일

에 Arbetsförmedlingen에 구직자로 등록하였고 구직계획 또한 

정해진 상태이다. A는 광범위하게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 건강(육체적, 정신적, 약물남용)

○ A는 자신의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진술한다. 

○ A는 자신의 정신적 건강이 덜 건강하다고 진술한다. A는 자신이 

생계가 보장되어있지 않고 곧 출산을 하는 것에 대해 큰 스트레스

를 느낀다. A는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가져오는 압박감

을 느낀다. A는 본인이 자신감이 없고 자신의 자멸적 행동에 대해 

진술했다. A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고 있다.

○ A는 이전에 술을 많이 마셨지만 임신 이후로 술을 가까이 하지 않

았다고 진술한다. A는 이전에 마약을 했지만 현재는 끊었다고 진

술한다. 

⧠ 흥미분야 및 인맥

○ A는 새로운 나은 인생을 구축하기 위해  이전에 맺어왔던 관계를 

끊었다. 많은 친구가 있지 않지만 친구를 사귀기를 원한다고 진술

한다. A는 운동, 아이, 학업에 관심이 있다. A는 패션과 의류를 

좋아한다고 진술한다. A는 미용사, 여가지도자, 보호/케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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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하기를 희망한다. 

⧠ 기타 현황

○ 현 생황 개선을 위한 개인의 노력

○ A는 주거지를 해결한 상황이고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 

그녀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계지원을 신청한다.   A

는 이전에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주어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진술한다. 임신으로 인해 현재 

A는 상황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개인 목표 및 미래계획

○ A는 취학과 스스로 생계활동을 하기를 희망하며 2칸짜리 아파트

에서 살기를 바란다.

⧠ 결정내용

○ 현재 제출된 정보에 따라 A는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해왔다고 판단된다. A는 사회보장계획을 따른다는 조

건 하에 사회보장법 4조 1항에 따라 생계지원 수급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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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조 수급자에 대한 지원 계획30)

⧠ 현 상황

○ A는 구직자

⧠ 목표

○ A는 조무사 공부를 하길 희마하고 자기 자신과 아이의 생계를 위

해 일을 하기를 원한다. A는 매달 청구서를 지불하고 다른 활동에 

대한 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경제상황을 

더 나은 방식으로 관리하길 희망한다. 

⧠ 목표달성 위한 활동

○ A는 매주 자신의 경제활동을 기입할 것이며 이 기록사항을 자신

의 관리자에게 보고할 것이다. A는 자신의 흥미에 따라 가을 학기

에 학업등록을 할 것이다. 

⧠ 어떤 도움 필요한가?

○ A는 Anders Rydberg로 부터 도움 및 지원을 받는다. 

⧠ 어떤 하위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 A는 이후 더 큰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어진 3개월간 매주 자신

의 경제상활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 과

정은 A가 스스로 경제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0) Upplands-Bro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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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한 계획

○ 의사면담  통원치료 재활치료 / AME(구직 지원 단체)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 과정 

⧠ 개인적 계획

○ A는 Arbetsförmedligen 과의 구직계획을 따르고  AME에 출석

할 것이다.

○ A는 Arbetsförmedligen과 AME에서 제공하는 모든 방문미팅에 

참여할 것이다.

○ A는 매달 최소 20회 이상 구직을 시도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고할 

것이다. 

○ A는 생계지원 신청 결의안 자료 및 최소 10일 이내 지불되어야 

할 청구서들을 보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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