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스웨덴에서는 주택 구하기가 쉽지 않다. 주택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거 희망 지역의 부동산 업자(Bostad Direkt AB사
, www.bostaddirekt.com)에게 의뢰하거나 일간 신문이나 지역 신문(Lokal Tidningen)의 주택 광고 또는 인터넷(www.blocket.se)을
통해 구할 수 있다. 도심에는 주로 오래된 아파트가 많으며 임차료가 높은 편이다.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을 거주지로 정할 경우, 더 넓은 주택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다. 다만, 취학자녀가 있으면 등하교 거리와 교통편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4인 가족 기준 월 3만크로나 정도의 임차료면 스톡홀름 주변의 90~110㎡ 크기의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데, 중개소를 통할
경우 1개월분의 임차료를 중개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집을 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집의 도면 및 약도 등 자세한 정보
를 얻을 수 있으나, 대부분이 스웨덴 현지어로 돼 있어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회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스톡홀름의 경
우 최근 주택난이 심해 해외 주재원들이 주택 임차에 애로를 겪고 있다.

연립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이 임차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차장은 별도로 임대해야 한다. 특히 겨울에는 많은
눈이 오므로 매일 아침 차의 눈을 치우지 않으려면 실내주차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좋다. 한편 주택 구입을 결정하면, 주택
상황을 일일이 점검하고 필요 시 수리를 사전에 요청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본인 과실이 아님을 미리 소유주에게 알리거나 사진을 찍어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배상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할 방법이 될 수 있다. 입주 시에는 통상 2개월 치의 임대료
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전화
국제전화 요금은 대체로 비싼 편이며, 특히 호텔에서 이용하는 국제 통화 요금은 매우 비싸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전화카드를 사
서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전화 카드는 호텔 리셉션 및 담배 가게, 지하철 근처 가게(Pressbyran)등 여러 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와이파이가 잡히는 곳일 경우 카톡이나 Skype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국으로 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전화한다.
스웨덴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 경우, 먼저 00을 누르고, 한국국가 번호 82를 누른 후 지역 번호 및 가입자 번호를 누르면 된다. 예를 들어
KOTRA 본사에 전화를 걸 경우, 00-82-2-3460 7114를 누르면 된다.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전화를 걸 경우에는, 먼저 001(혹은 002)을
누르고, 스웨덴 국가 번호 46을 누른 뒤, 지역 번호 및 가입자 번호를 누르면 된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 무역관에 전화를 걸 경우에는
001(혹은 002)-46-8-30 8090을 누르면 된다.

스웨덴 국내에서 국내 전화를 할 경우, 지역 번호 및 가입자 번호를 누르면 된다. 공중전화는 시내 요소마다 설치돼 있으나 휴대폰 사용이
늘어나자 점점 사라지는 추세이다. 동전 사용 공중전화는 중앙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대부분은 카드 사용 전화기이므로
전화카드를 미리 구입해야 한다. 스웨덴의 주요 지역번호는 스톡홀름 08, 요테보리 031, 웁살라 018, 룬드 046 등이다.

전압/플러그
전자제품의 경우 전압은 230V로 우리나라의 220V와 약간 차이가 있으나 사용에 큰 무리는 없다. 그러나 주파수의 경우 여타 유럽과 같
이 50㎐로서 우리나라의 60㎐용으로 제조한 모터가 큰 세탁기 등의 경우는 장기간 사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식수
스웨덴의 수돗물은 그대로 식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질이 매우 양호하다. 그밖에 슈퍼마켓 등지에서는 미네랄 워터를 구입할 수 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스웨덴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차량 딜러를 이용하는 방법과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

차량 딜러를 이용할 경우, 구매가는 비싸지만 개런티가 있어 안전한 구매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방법으로는 스웨덴 최
대 규모의 중고거래 사이트인 Blocket(www.blocket.se)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 딜러를 통해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
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차량가격
스웨덴 최대 규모의 중고거래 사이트인 블로켓의 현지 판매 차량의 가격 수준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ㅇ 블로켓: www.blocket.se

운전면허 취득
스웨덴 운전면허 법은 유효한 외국 운전면허증에 대해 스웨덴 내에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유럽 경제 지역
(European Economic Area: EEA) 국가와 여타 국가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다. EEA 국가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동 소지자가 스웨덴에
주민등록을 했는지에 상관없이 스웨덴 내에서의 효력을 인정해주나, 여타 국가의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소지자의 스웨덴 주민 등록일로
부터 1년간만 효력을 인정해주고 스웨덴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해 주지 않는다. 단 일본과 스위스 운전면허증은 스웨덴 면허증으로 교환해
준다.

한편, 상사 주재원과 같이 일정 기간 스웨덴에 체류하는 외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예외항목을 두어 스웨덴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까지만 유효하다는 외국 운전면허증의 스웨덴 내 효력 규정에 대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 행정 관청은 동 면제 신청이 충
분한 사유가 있고, 교통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웨덴 체류 동안 외국 운전면허의 효력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해 주나 절
차가 복잡하고 추가비용(600크로나/건)이 발생한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ㅇ 스웨덴 중앙은행
- 홈페이지: www.riksbank.se

ㅇ Nordea 은행
- 홈페이지: www.nordea.se

ㅇ SEB 은행
- 홈페이지: www.seb.se

ㅇ Swedbank 은행

- 홈페이지: www.swedbank.se

ㅇ Handelsbanken 은행
- 홈페이지: www.handelsbanken.se

계좌 개설방법
공공요금 납부 등 대부분은 현금을 이용하지 않고 청구서를 받은 후 은행계좌에서 이체하기 때문에 은행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 계
좌를 개설할 때 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은행의 단말기를 통해 직접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 이체도 가
능하다. 대표적인 스웨덴 은행으로는 SEB, Nordea, Handelsbanken, Swedbanken 등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통장은 별도로 없고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은행 잔고 및 출입금 확인서(bank statement)가 송부된다. 은행에 계좌를 개
설하기 위해서는 스웨덴 주민등록번호(Personnummer)가 명기된 ID카드(신분증)가 필요하다(SEB 은행의 경우 고용계약서, 거주허가서
, 여권만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 구좌 개설 시 그에 따른 구좌 사용료, 카드 발급비, 인터넷 뱅킹 사용료 등의 비용이 선택에 따라 추가
된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ㅇ BISS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of Stockholm)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스톡홀름(Stockholm)
유치원~13학년
ㅇ 신청비 : SEK 1,500
ㅇ 등록비 : SEK 40,000
ㅇ 과정
- 유아 : SEK 119,500
- 1학년 : SEK 116,500
- 12학년 : SEK 144,500
- 13학년 : SEK 144,500
http://www.bisstockholm.se
영국 학교. 전화: +46-8-755 23 75

ㅇ Stockholm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스톡홀름(Stockholm)
유치원~고등학교
ㅇ 신청비 : SEK 2,000
ㅇ 등록비 : SEK 40,000
ㅇ 과정
- 유아 : SEK 120,000
- 1학년 : SEK 11,000
- 12학년 : SEK 152,000

홈페이지
비고

http://www.stockholmis.se
스톡홀름 국제학교. 전화: +46-8-412 4000
<자료원 : 해당 학교 홈페이지>

- 현지학교
ㅇ Rodabergsskolan
도시명
커리큘럼
학비
홈페이지
비고

스톡홀름(Stockholm)
초등학교~중학교
무료
http://www.rodabergsskolan.stockholm.se
전화: +46 8 508 44 800
<자료원 : 해당 학교 홈페이지>

마. 병원

ㅇ Morby Vardcentral
도시명
주소

스톡홀름(Stockholm)
Golfvagen 8, 182 31 Danderyd, Stockholm

전화번호

(+46) 8 587 543 49

진료과목

보건소

비고

1차 진료기관

ㅇ Danderyd sjukhus
도시명
주소

스톡홀름(Stockholm)
Morbygardsvagen, 182 88 Danderyd, Stockholm

전화번호

(+46) 8 123 550 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소아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 종합진료과목

ㅇ Karolinska sjukhus
도시명
주소

스톡홀름(Stockholm)
Karolinska Universitetssjukhuset, Eugeniavagen3, 171 76 Solna, Stockholm

전화번호

(+46) 8 517 700 00

진료과목

소아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 종합진료과목

비고

Karolinska 의대 부속 병원

<자료원 : 해당 병원 홈페이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ㅇ Ahlens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스톡홀름
Drottninggatan 31, 111 51 Stockholm
https://www.ahlens.se/
스웨덴 최대 백화점 체인

ㅇ Mall of Scandinavia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스톡홀름
Stjarntorget 2, 169 79 Solna, Stockholm
https://www.mallofscandinavia.se/
스웨덴 최대 실내 쇼핑몰

ㅇ NK 백화점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비고

스톡홀름
Hamngatan 18-20, 111 47 Stockholm
https://www.nk.se/stockholm
스웨덴 최고급 백화점
<자료원 : 해당 쇼핑몰 홈페이지>

- 식품점
ㅇ ICA
도시명

스웨덴 전역

주소

스웨덴 전역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비고

스웨덴 최대 생필품매장 체인

ㅇ Coop
도시명

스웨덴 전역

주소

스웨덴 전역

취급 식료품
비고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생필품매장 체인 중 하나

ㅇ Hemkop
도시명

스웨덴 전역

주소

스웨덴 전역

취급 식료품
비고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생필품매장 체인 중 하나
<자료원 : 생필품 매장체인 홈페이지>

- 기타 편의시설
ㅇ Stockholms GK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스톡홀름(Stockholm)
Kevinge strand 22, 182 57 Danderyd, Stockholm
http://stockholmsgolfklubb.se/
단데뤼드 소재 골프장

ㅇ Huvudstads GK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소개

스톡홀름(Stockholm)
Lindovagen 1, 186 92 Vallentuna, Sweden
http://www.huvudstadensgolf.se/
스톡홀름 외곽 발렌투나지역 소재 골프장

ㅇ ULLNA GK
도시명
주소
홈페이지

스톡홀름(Stockholm)
Roslagsvagen 36, 184 94 Akersberga, Stockholm
http://www.ullnagolf.se/

소개

스톡홀름 소재 골프장

ㅇ Eriksdalsbadet
도시명

스톡홀름(Stockholm)

주소

Hammarby slussvag 20, 118 60 Stockholm

홈페이지

https://m.facebook.com/eriksdalsbadet

소개

스웨덴 최대의 실내수영장으로 27,500m2 규모, 여름에는 야외 풀(Pool) 개장
<자료원 : 해당 골프장 및 수영장 홈페이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신정(New Year's Day)

2021-01-01

예수공현일(Epiphany)

2021-01-06

성금요일(Long Friday)

2021-04-02

부활절(Easter sunday)

2021-04-04

부활절(Easter Monday)

2021-04-05

노동절(Labour Day)

2021-05-01

예수승천일(Ascension Day)

2021-05-13

성령강림절(Whit Sunday)

2021-05-23

국경일(National Day)

2021-06-06

하지이브(Midsummer Holiday Eve)

2021-06-25

하지(Midsummer Holiday)

2021-06-26

만성일(All Saint's Day)

2021-11-06

성탄절 이브(Christmas Eve)

2021-12-24

성탄절(Christmas Day)

2021-12-25

성탄절(Boxing Day)

2021-12-26

신정이브(New Year's Eve)

2021-12-31

비고

하지전야로 스웨덴 전통휴일

성탄절 전야로 스웨덴 전통휴일

<자료원 : www.kalender-365.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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