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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의 귀촌 동향*

채  종  현

1. 네덜란드 북부 지역의 귀촌 동향 1)

  본 장에서는 네덜란드 북부 지역의 인구 이동과 귀  동향에 해 살펴보기로 한다. 

네덜란드에서 농 은 부분 북부 지역에 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부 지역을 살펴보

는 것만으로도 네덜란드의 귀  동향을 략 으로 악할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 북부 지역의 인구와 귀  인구 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약 170만 

명이 네덜란드 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네덜란드 체 인구의 10%에 해당한

다. 네덜란드 북부 지역은 3개의 주(province)와 68개의 지방 자치체(municipality)로 구성

되어 있다. 네덜란드 통계청의 도시 분류 기 에 따르면 58개의 지방 자치체를 농 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지방 자치체들은 제곱 평방킬로미터(㎢)당 1,000개미만의 주

소지(address)를 가지고 있다. 이들 농  지역에 네덜란드 북부 지역 인구의 65%가 거

주하고 있다.

  네덜란드 북부 지역의 순이주인구는 -413명으로 음의 값을 가진다. 하지만 그리 크

지는 않다. 2003-2007년 5개년 간 연평균 22,326명이 네덜란드 북부 지역을 떠나 타 지

 * 본 내용은 Rixt Bijker 등(2011), 잉글랜드 농촌 관련 통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종현 전문연구원이 작성하
였다 (cjh4514@krei.re.kr, 02-3299-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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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네덜란드 북부 지역의 인구 및 귀촌 인구
단위: 명

구분 2003-2007(5개년 평균)
네덜란드 북부 지역 총인구 1,700,493

네덜란드 북부 지역 농촌 인구 1,097,332(65%)

순이주인구(Net migration) -413

   네덜란드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22,326

   네덜란드 타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 21,913

네덜란드 북부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북부 지역 총 유입 인구 중 비중) 11,785(54%)

   네덜란드 타 지역 농촌에서의 인구 유입 3,809(32%)

   네덜란드 타 지역 도시에서의 인구 유입 7,976(68%)

네덜란드 북부 지역 내에서의 인구 이동 51,831

   농촌에서 농촌 19.236

   도시에서 농촌 12.138

   농촌에서 도시 15.049

   도시에서 도시 5.408

자료: Rixt Bijker 등. 2011.

역으로 이주하 다. 반면 21,913명이 네덜란드 타 지역에서 북부 지역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북부 지역으로의 유입 인구  54%(11,785명)가 농 에 거주지를 마련하 다. 

농  지역 유입 인구  약 1/3은 북부 지역을 제외한 네덜란드 타 지역 농 에서 이

주한 사람들이다. 나머지 68%인 7,976명의 사람들은 도시에서 농 으로 이주한 귀   

인구로 간주할 수 있다.

  네덜란드 북부 농 으로의 인구 유입에는 북부 지역 내부 이동도 포함되어 있다. 네

덜란드 북부 지역의 2003-2007년 사이 연평균 인구 이동은 51,831명이었다. 이  61%

가 농 으로의 인구 이동이다. 하지만 농 으로의 인구 이동  2/3가량인 19,236명은 

농 에서 농 으로의 이동한 사람들이었다. 나머지 1/3가량인 12,138명은 도시 지역에

서 농 으로 이주한 귀  인구이다. 반면 네덜란드 북부 지역 내 인구 이동  농 에

서 도시로 이주한 인구도 체의 29%인 15,049명이다. 이는 북부 지역 내부의 귀  인

구인 12,138명보다 많은 수치이다.

  이러한 네덜란드 북부 지역의 인구 이동 동향은 다양한 움직임과 이동 경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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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역 유형별 잉글랜드 인구(2010)

단위: 명

구분 인구 비중
비과소화 도시(Less Sparse Urban) 42,280,263 80.9%

과소화 도시(Sparse Urban) 107,797 0.2%

비과소화 농촌 타운(Less Sparse Rural Town and Fringe) 4,693,875 9.0%

과소화 농촌 타운(Sparse Rural Town and Fringe) 248,349 0.5%

비과소화 농촌 마을(Less Sparse Village and Dispersed) 4,530,953 8.7%

과소화 농촌 마을(Sparse Village and Dispersed) 372,808 0.7%

도시 42,388,060 81.2%

농촌 9,845,985 18.9%

잉글랜드 52,234,045 100.0%

자료: Defra. 2012.

된 농  인구의 역동성을 잘 보여 다. 도시와 농  간의 인구 이동 외에 농  지역 

간에도 상당한 양의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 북부 지역 내에서는 농  

지역 간 인구 이동이 도시와 농  간 인구 이동보다 지배 으로 큰 흐름이다.

2. 잉글랜드의 귀촌 동향

  2010년 잉 랜드의 농  인구는 980만 명으로 총 인구의 19%를 차지한다. 농  인

구의 부분은 45-64세가량이며 도시 인구에 비해 일반 으로 고령화되어 있다. 2001

년에서 2010년 동안의 비과소화 마을(Less Sparse Villages)의 인구는 7%가량 증가하 다. 

이는 다른 농  혹은 도시 지역 유형보다 비교  큰 수치이다.

2.1. 농촌 인구

  잉 랜드 총인구 5,200만 명 가운데 18.9%인 980만 명이 농 에 거주하고 있다. 이

들  부분은 비과소화된(Less Sparse) 농  지역에 거주한다. 비과소화된 농  타운

에 470만 명인 9.0%, 비과소화된 농  마을에 450만 명(8.7%)이 거주한다. 과소화된 농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잉 랜드 총 인구의 1.2%, 농  인구의 6.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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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에 거주하는 인구의 거의 50% 가량은 45세 이상이다. 농  지역 인구는 도시 

지역보다 고령화되어 있다. 농 과 도시의 연령별 인구 분포 가운데 가장 큰 차이는 

16-29세에서 나타난다. 도시에서는 16-29세 인구가 체 인구의 20%를 차지하지만, 농

에서는 이들 연령층이 체 인구의 14%에 불과하다. 고령 인구가 높은 비 은 차지

하는 지역은 과소화된 지역들이다. 과소화된 도시와 농  지역 모두에서 65세 이상 인

구 비 이 25%가량을 차지한다. 비과소화된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 이 20% 가량

임을 고려할 때 비교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소화된 농  타운과 농  

마을의 고령화 정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표 3  지역 유형별 잉글랜드 인구의 연령별 비중(2010)

단위: %

구분 0-15세 16-29세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비과소화 도시(Less Sparse Urban) 18.9 20.1 21.3 24.2 15.5

과소화 도시(Sparse Urban) 16.1 15.0 16.2 28.1 24.5

비과소화 농촌 타운(Less Sparse Rural Town and Fringe) 18.1 14.2 18.7 28.6 20.5

과소화 농촌 타운(Sparse Rural Town and Fringe) 16.2 13.8 16.4 27.9 25.7

비과소화 농촌 마을(Less Sparse Village and Dispersed) 17.5 12.9 17.5 31.6 20.5

과소화 농촌 마을(Sparse Village and Dispersed) 15.4 11.6 15.3 33.4 24.3

도시 18.9 20.1 21.3 24.2 15.5

농촌 17.7 13.5 17.9 30.1 20.8

잉글랜드 18.7 18.9 20.6 25.3 16.5

자료: Defra. 2012.

2.2. 귀촌 인구

  <표 3>은 인구이동으로 인한 연간 인구 변화를 보여 다. 2000/01-2003/04 사이에

는 도시 지역에서 농  지역으로의 순인구이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2003/04 

이후로는 농  지역으로의 순인구이동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농  50과 농  

80에서의 2009/10년 순인구이동은 27천 명 가량으로 2008/2009년의 20천 명 가량에 비

해 크게 증가하 다.

  이와 조 으로 도시 지역의 순인구이동은 최근 10여 년간 계속 음의 값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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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도시 지역 인구가 농  지역으로 계속 이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요 도시 지

역에서는 이주로 인한 인구 감소가 비교  큰 편이다. 주요 도시의 2009/10년 순인구

이동은 6만3천 명으로 년에 비해 더욱 감소하 다.

표 4  잉글랜드 지역 유형별 순인구이동

단위: 천 명

구분 2000
/01

2001
/02

2002
/03

2003
/04

2004
/05

2005
/06

2006
/07

2007
/08

2008
/09

2009
/10

주요 도시
(Major Urban)

-101.7 -134.2 -144.8 -148.1 -111.1 -97.4 -103.6 -92.1 -48.3 -62.8

대도시
(Large Urban)

-7.5 -9.0 -11.0 -12.2 -9.1 -6.4 -15.2 -8.3 -6.7 -5.1

일반 도시
(Other Urban)

-3.0 -3.7 -2.1 -4.7 -2.6 -6.4 -9.7 -2.5 -3.7 -6.9

현저한 농촌
(Significant Rural)

20.8 31.1 31.8 30.2 24.2 22.0 22.2 19.3 13.6 15.9

농촌 50 38.5 47.2 50.5 52.6 38.4 35.8 44.6 32.8 20.0 26.9

농촌 80 41.6 52.5 53.4 53.3 38.0 35.9 44.3 32.8 19.9 26.9

도시 -112.2 -146.9 -157.9 -165.0 -122.8 -110.2 -128.5 -102.9 -58.7 -74.8

농촌 80.1 99.7 103.9 105.3 76.4 71.7 88.9 65.6 39.9 53.8

자료: Defra. 2012.

  각 지역 유형별로 2010년 인구 비 각 년도 인구 비율을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2001년에서 2010년 간 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 유형은 비과소화 농  마

을이다. 2010년 인구는 2001년에 비해 6.7% 가량 증가하 다. 

  이와 조 으로 과소화 도시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인구 증가가 3.3%에 불과하

다. 비과소화 도시 지역을 제외하면 2008-2009년 사이 모든 지역 유형에서 인구가 다

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비과소화 도시 지역에서는 2008-2009년 사이 인구가 약

간 증가하 다. 2009-2010년 사이에 과소화 농  마을을 제외한 모든 지역 유형에서 

인구가 다소 증가하 다.

  2001-2010년 사이 잉 랜드 모든 지역에서 상당한 인구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보통 

도시보다 농 에서 인구가 더욱 크게 증가하 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상당 부분 도시 

지역에서 농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도시에서 농 으

로 이주하는 귀  인구가 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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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잉글랜드 지역 유형별 인구 변화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비과소화 도시 100.0 100.3 100.6 101.0 101.8 102.4 103.0 103.7 104.7 105.6 

과소화 도시 100.0 100.7 101.4 102.3 102.3 102.5 103.0 103.1 102.7 103.3 

비과소화 농촌 타운 100.0 100.7 101.4 102.0 102.8 103.4 104.1 104.7 104.6 105.1 

과소화 농촌 타운 100.0 100.8 101.5 102.5 103.2 103.7 104.7 105.3 105.0 105.4 

비과소화 농촌 마을 100.0 100.8 101.9 103.1 103.9 104.6 105.4 106.1 106.1 106.7 

과소화 농촌 마을 100.0 100.5 101.3 102.5 103.0 103.4 103.7 103.9 103.4 103.2 

도시 100.0 100.3 100.6 101.0 101.8 102.4 103.0 103.7 104.7 105.6 

농촌 100.0 100.7 101.7 102.5 103.3 103.9 104.7 105.3 105.2 105.8 

잉글랜드 100.0 100.4 100.8 101.3 102.1 102.7 103.3 104.0 104.8 105.6 

자료: Defra. 2012.

3. 스코틀랜드의 귀촌 동향

  2005-2008년 사이 스코틀랜드의 농  지역 순인구이동을 살펴보면 2005/06년 8,808

명에서 2007/2008년 15,016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 다. 2007/2008년 순인구이동 가

운데 근이 용이한 농  지역(Accessible Rural Area)으로의 순인구이동이 7,201명이고, 

원격 농  지역(Remote Rural Area)으로의 순인구이동이 1,607명이다. 3개년 간 농 지

역으로의 연평균 순인구이동은 12,037명이다. 

  인구이동은 스코틀랜드의 다른 지역보다 농  지역에 더 큰 향을 다. 2007/08년 

사이 원격지 농  지역의 순이동인구는 해당 지역 체 인구의 0.7%이다. 근이 용이

한 농  지역의 순이동인구는 해당 지역 체 인구의 1.6%를 차지한다. 하지만 그 외 

스코틀랜드 지역의 순이동인구는 해당 지역 체 인구의 0.2%에 불과하다.

  스코틀랜드 농  지역 에도 근이 용이한 농  지역과 원격지 농  지역 간에는 

순인구이동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근이 용이한 농  지역으로의 순인구이동이 훨씬 

더 크다. 2007/2008년 근이 용이한 농  지역으로의 순인구이동은 10,016명이었다. 

반면 원격지 농  지역으로의 순인구이동은 2,272명으로 근이 용이한 농  지역의 

1/5에 불과하다. 해당 지역 체 인구 비 비율에서도 차이가 있다. 2007/08년 근이 

용이한 농  지역의 순인구이동 비율은 1.6%인 반면 원격 농  지역의 순인구이동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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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스코틀랜드 농촌의 순인구이동(2005-2008)

단위: 명

연도 연령 접근이 용이한 농촌 지역
(Avvessible Rural Area)

원격 농촌 지역
(Remote Rural Area) 그 외 지역

2005/06 0-15 2,172(1.9%) 486(0.8%) -481(-0.1%)

16-24 -1,083(-2.0%) -1,356(-5.1%) 11,924(2.3%)

25-34 2,081(3.6%) 515(1.8%) 3,021(0.6%)

35-44 2,344(2.4%) 775(1.5%) -859(-0.1%)

45-퇴직연령 1,465(1.0%) 1,158(1.3%) -916(-0.1%)

은퇴인구 222(0.2%) 29(* -328(*)

소계 7,201(1.2%) 1,607(0.5%) 12,361(0.3%)

2006/07 0-15 3,000(2.6%) 1,055(1.8%) 486(0.1%)

16-24 -579(-1.0%) -1,078(-3.9%) 10,101(2.0%)

25-34 2,962(5.2%) 820(2.9%) 3,528(0.7%)

35-44 2,962(3.0%) 1,027(2.1%) -1,226(-0.2%)

45-퇴직연령 2,426(1.6%) 1,632(1.8%) -910(-0.1%)

은퇴인구 580(0.5%) 209(0.3%) -184(*

소계 11,351(1.9%) 3,665(1.1%) 11,795(0.3%)

2007/08 0-15 2,765(2.4%) 887(1.5%) -320(*

16-24 -494(-0.8%) -1,506(-5.3%) 9,507(1.8%)

25-34 2,806(4.9%) 721(2.6%) 1,756(0.3%)

35-44 2,854(2.9%) 1,015(2.1%) -1,925(-0.3%)

45-퇴직연령 1,989(1.2%) 1,124(1.2%) -1,311(-0.1%)

은퇴인구 96(0.1%) 31(* -42(*)

소계 10,016(1.6%) 2,272(0.7%) 7,665(0.2%)

  주: (  )안의 수치는 해당 지역 전체 인구 대비 순인구이동의 비율이다. *은 비율이 0.05%이하임을 의미한다.
자료: Crow. 2010.

율은 0.7%에 불과하다.

  연령에 따라 농  지역의 순인구이동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16-24세를 제외하면 농

 지역의 모든 연령층에서 양의 순인구이동이 나타난다. 16-24세 연령층에서는 농  

지역을 떠나는 인구가 유입인구보다 많다. 특히 원격 농  지역에서의 16-24세 연령층

의 인구 유출이 많은 편이다. 2007/08년 원격 농  지역에서의 16-24세 연령층 순인구

이동은 -1,506명으로 해당 지역 체 인구의 5.3%가량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었다. 

농  지역을 제외한 스코틀랜드 도시 지역에서는 16-34세의 청장년층 인구의 유입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청장년층을 제외한 다른 연령 계층에서는 지속 으로 인구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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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은퇴 인구의 농  지역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그 비 이 그리 큰 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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