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은 도시 이천을 만들기 위한

인구 빅데이터 분석 결과보고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12.24. ∼ 2019. 1.20.
❍ 소요예산 : 비예산(자체분석)
❍ 추진방법
- 인구통계 및 사회조사 통계 자료 분석
- 혜안시스템(insight.go.kr) 공통기반 활용모델(소셜 분석) 등
❍ 활용데이터 : 주민등록인구통계(2000년∼2018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전출입 및 전출입사유별), 이천시 사회조사(2012년∼2018년),
공통기반 활용모델 소셜분석(2017년∼2018년)
□ 분석내용
❍ 이천시 지역별 인구 추이

☞ 이천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1995년 대비 2000년
17.54%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2000년 창전동, 2005년 부발읍, 2010년
∼2018년까지 증포동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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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전출입 인구현황
2000년 ∼ 2017년 전출입 인구현황

전입

전출

전입

전출

※ 2000년 연령별 데이터 부재로 2001년으로 대체함

☞ 이천시는 2015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출 인구는 2005년 이후로 감소 추세이며, 전입 인구는 2010년까
지 증가하다가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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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지역별 전출입 인구현황
전출입 인구현황(경기도내 제외)

전출입 인구현황(경기도내-이천시 제외)

※ 2000년 데이터 부재로 2001년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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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입 인구현황(경기도내 제외)

전출입 인구현황(경기도내)

☞ 전출입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경기도내에서는 여주군(시)이고,
시도단위에서는 서울특별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에 경기도내 전출입이 많은 지역으로는 인근 시군인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수원시 등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단위로는 충청북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등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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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전출입 사유별 이동자수 현황
전체(시도간 + 시도내) 이동자수

시도간 이동자수

☞ 전출입 사유로는 전체 이동은 ‘주택’, 시도간 이동은 ‘직업’이 가장
많았으며, ‘자연환경’ 요인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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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정주의식 변화

(이천시 사회조사 : 2012년∼2017년)

연도별

성별

연령별

가구원수별

☞ 2012년 대비 2017년 ‘고향 같다’는 전체 비중은 8.78% 감소(
83.14%→74.36%)하였고, 가구원수 5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남.
☞

‘태어나서 고향’이라는 의견은 15∼19세가 2015년까지 40% 이상 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태어나지는 않았으나 고향 같다’는 의견
은 60세 이상, 2017년 41.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또한 ‘태어나서 고향’은 남자가 ‘태어나지는 않았으나 고향 같다’는
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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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변화 (이천시 사회조사 : 2013년∼2017년)
연도별

성별

연령별

☞ 주거환경 만족도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
보다 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2015년 대비 2017년에 불만족에 대한 비율은 2.01%증가하였으며,
남자가 3.49% 증가한 반면 여자는 1.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13년 15∼19세가 ‘약간만족’이 100%였으나 매년
만족도가 감소하여 2017년에는 약간만족 이상이 23%로 나타남.
☞ 또한 2013년 대비 2017년 약간 불만족 이상은 30대까지는 증가
하였으나 40세 이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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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 불만족 분야

(이천시 사회조사 : 2015년, 2017년)
연도별

성별

연령별

☞ 주거환경 불만족 이유는 2015년은 편의시설부족(23.2%)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는 30∼39세(27.8%)가, 2017년에는 교통불편(29.85%)이
20∼29세(42.9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2015년 남자는 주차시설부족(26.2%), 여자는 주거시설열악 (41.3%)이,
2017년은 남자는 편의시설부족(30.37%), 여자는 교통불편(33.6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연령대별로는 30∼49세는 교육환경열악을 나머지 연령대
에서는 교통불편을 주거환경 불만족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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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이주계획 및 사유

(이천시 사회조사 : 2015년, 2017년)

- 이주계획 여부
이주계획 여부(2015년)

이주계획 여부(2017년)

성별 이주계획 있음

연령별 이주계획이 있음

☞ ‘이주계획이 있다’라는 응답은 2015년의 경우 27.1%, 2017년은
20.6%로 6.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2015년 대비 2017년 남자는 4.1%(26.3% → 30.4%),
여자는 0.87%(20.79% → 19.9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15년은 20-29세가 60.4%로 가장 많았으나. 2017년
은 15-19세에서 100%가 이주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이주계획이 가장 적은 연령대는 60세 이상으로 2017년에는 2015
년보다 1.2%(9.5% → 8.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30-39세의 연령대에서는 2015년 33.0%에서 2017년 34.3%
로 1.3%가 이주계획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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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연령별 이주사유 현황
이주사유

성별 이주사유

연령별 이주사유

가구원수별 이주사유

☞ 이주사유로는 ‘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 및 취업’,
‘교육’, ‘편의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녀 모두 ‘주택’, ‘직장 및 취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
육’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2015년은 8.7%, 2017년은
9.07%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17년 15-19세의 경우 100%, 20-29세의 59.8%가
‘직장 및 취업’을 이유로 꼽았으며, 30-39세는 교육, 40세 이상은
‘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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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이주계획지역 현황

(이천시 사회조사 : 2015년, 2017년)

이주계획지역

성별 이주계획지역

연령별 이주계획지역

☞ 이주계획지역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2015년 65.20%,
2017년 57.18%)가 가장 많았으며, 2015년 서울지역(13.6%), 경기도내
다른 시군 (10.5%)순이었으나, 2017년 경기도내 다른 시군(20.62%),
서울지역(14.77%)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의 성별 비율은 2015년 대비 2017년 남자는
9.35%, 여자는 3.02%가 감소하였으며 경기도내 다른 시군의 비율이
남자 11.43%, 여자4.46%로 증가하였음.
☞ 연령별로는 2017년 15-19세는 100% 서울지역을 제외하고 현재 살고
있는 시군내가 가장 높았으나 60세 이상(26.8%)은 서울지역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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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거주지 불편사항 현황 (이천시 사회조사 : 2014년∼2018년)
연도별 거주지 불편사항

성별 거주지 불편사항

☞ 연도별로 ‘의료·건강관리시설이용’이 거주지 불편사항으로 가장 높
았으며, 남자보다는 여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대중교통 및 주차장’의 경우 여자보다는 남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자녀교육’은 전반적으로 여자가 높았으나, 2018년 남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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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거주지 불편사항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 3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거주지 불편사항으로 ‘의료·건강관리시설
이용’이 매년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20∼29세는 2017년
‘대중교통 및 주차장’이 2018년은 ‘의료·건강관리시설이용’과 동일
하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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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거주의향 변화

(이천시 사회조사 : 2012년∼2017년)

연도별

성별

연령별

가구원수별

☞ 향후 거주의향은 2012년 ‘매우 그렇다’와 ‘어느 정도 그렇다’가
73.8%였으나 2017년 74.37%로 0.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남자가 여자보다(2014년, 2015년 제외)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12년 대비 2017년 남자는 1.29% 증가, 여자는 3.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가구원수별로는 2015년 1인 가구, 2017년 5인 이상 가구에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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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관련 키워드 분석 결과 : 122,342건
워드클라우드 분석

랭킹분석

※ 검색조건 : 이천 and (교통 or 주차 or 버스 or 도로 or 택시 or 전철)

☞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노출된 키워드는 ‘여주’, ‘경기도’,
‘성남’, ‘광주’, ‘수도권’, ‘용인’, ‘안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가중치(연관도)값을 계산하여 분석한 결과 ‘여주’, ‘성남’, ‘경기도’,
‘문경’, ‘수도권’, ‘안성’, ‘평택’, ‘경강선’, ‘판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천 교육관련 키워드 분석 결과 : 47,218건(뉴스, 트위터)
워드클라우드 분석

랭킹분석

※ 검색조건 : 이천 and (교육 or 유치원 or 어린이집 or 학교 or 학원 or 대학)

☞ 교육과 연관된 키워드 중 가장 많이 표출된 단어는 ‘경기도’, ‘학
생들’, ‘여주’, ‘시민들’, ‘성남’, ‘용인’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가중치(연관도)값을 계산하여 분석한 결과 ‘학생들’, ‘경기도’, ‘여
주’, ‘SK하이닉스’, ‘학부모’, ‘성남’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2018년 노출 빈도가 증가한 키워드는 ‘시민들’, 이
천교육지원청교육장인 ‘김지환’, ‘교통여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학
부모’, ‘마장지구’ 등의 키워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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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의료관련 키워드 분석 결과

: 34,548건(뉴스, 트위터)

워드클라우드 분석

랭킹분석

※ 검색조건 : 이천 and (교육 or 유치원 or 어린이집 or 학교 or 학원 or 대학)

☞ 의료와 연관된 키워드 중 가장 많이 표출된 단어는 ‘경기도’, ‘여주’,
‘송석준’, ‘성남’, ‘시민들’, ‘안성’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가중치(연관도)값을 계산하여 분석한 결과 ‘경기도’, ‘여주’, ‘송석준’,
‘안성’, ‘시민들’, ‘성남’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8년은 보건복지부의 ‘수술실 CCTV 자율설치 권장’ 결정에
따라 2017년에 노출되지 않았던 ‘CCTV’, ‘수술실’, ‘시범_운영’,
‘전면_확대’, ‘의료사고’ 등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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