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백사 산수유꽃 축제」 빅데이터 분석결과
□ 축제개요
❍ 축제기간 : 2018. 4. 6.(금)∼ 4. 8.(일) / 3일간
※ 전년기간 : 2017. 4. 7. ∼ 4. 9.
❍ 장소 : 백사면 도립리·경사리·송말리 일원
□ 분석개요
❍ 분석기간 : 2018.12.14. ∼ 2019. 2. 7.
❍ 분석지역 : 백사면
❍ 분석방법 : 트렌드-온, 행정안전부 혜안 시스템 활용
□ 분석내용
❍ 2018년 축제 기간 동안 분석지역의 시장규모는 평상시에 비해 약
13.5%, 2017년 축제 개최기간에 비해 약 4.3% 감소함
❍ 축제 기간 동안 분석지역 상권은 농산물(135.5%) 업종과 고기요리
(132.1%), 숙박(114.2%), 양식(111.7%) 등 업종이 평상시 대비
매출이 크게 증가함.

❍ 이천시 이외 지역에서의 유입인구는 경기도 여주시(27.9%)에 거주
하는 유입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광주시(11.1%), 용인시(5.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시도단위 분석결과는 경기도(69.2%)에 거주하는 유입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서울특별시(20.5%), 충청북도(3.7%)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유입인구 유입지역 분포도】

【유입인구 유입지역 순위】
순위

유입 시군구

비율

순위

유입 시군구

비율

1

경기도 여주시

27.9%

11

경기도 오산시

1.6%

2

경기도 광주시

11.1%

12

경기도 화성시

1.6%

3

경기도 용인시

5.1%

13

경기도 부천시

1.5%

4

경기도 남양주시

4.1%

14

충청북도 제천시

1.4%

5

경기도 수원시

3.6%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3%

6

서울특별시 중랑구

3.4%

16

서울특별시 은평구

1.3%

7

서울특별시 구로구

3.0%

17

서울특별시 서초구

1.3%

8

경기도 성남시

2.6%

18

경기도 광명시

1.2%

9

경기도 파주시

1.8%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1.2%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1.7%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1.2%

❍ 축제 개최기간 동안 분석지역의 상권을 이용한 유입인구 중 남자
(63.8%)의 비중이 여자(36.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30대 남자(13.3%)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 남자(12.3%), 50대 남자(9.4%), 40대 여자(7.5%), 30대
여자와 60대 남자(5.6%) 등 순으로 이용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축제 개최기간 동안 분석지역의 상권을 이용한 유입인구의 소비는
일요일(23.6%)이 가장 많았으며, 상주인구는 금요일(12.8%)이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백사면 상권을 이용한 유입인구의 소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시간대는

12시~15시(19.3%),

18시~21시(16.4%),

15시~18시

(11.3%)의 순으로 나타남

❍ 2018년도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에 대한 검색량이 가장 많았던 날은
축제 기간 중인 4월 7일로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가 77%, “이천
산수유”가 5%로 나타남

※ 해당 검색어가 검색 및 클릭된 횟수를 일별/주별/월별 각각 합산하여 조회기간 내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표현하여 상대적인 변화추이를 나타냄 (출처 : 네이버 데이터랩)

【 소셜키워드 분석 : 2017. 4. 1. ∼ 2018. 4.30. 이천&산수유꽃】
❍ 이천 백사 산수유꽃 축제에 대한 키워드 분석결과 축제가 개최되는
‘백사면’, ‘도립리’, ‘경사리’에 대한 키워드 빈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노래자랑’, ‘풍년기원제’, ‘육현 추모제’, ‘전통놀이’, ‘장작패기’ 등
축제 주요행사에 대한 키워드 빈출도가 다양하게 나타남.
❍ 뉴스를 통한 빈출도가 50.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블로그 43.3%, 트위터 5.8%로 나타남.
뉴스

블로그

트위터

❍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2월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3월과 4월이
많았으며, 2018년은 뉴스가, 2017년은 블로그를 통한 빈출도가 높게
나타남

❍ 축제에 대한 긍정 키워드가 76.5%, 부정 키워드가 12.6%로 긍정에
대한 키워드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긍정 키워드로는 ‘즐기다’, ‘최고’, ‘행복’, ‘감동’, ‘기대’ 등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키워드가 다양하게 빈출되었으며,
❍ 부정 키워드로는 ‘불편’, ‘아쉬움’, ‘문제’, ‘시비’ 등 주차문제로 인한
불편함과 축제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키워드가 빈출됨.

【 소셜키워드 분석 : 2017. 1. 1. ∼ 2018.12.31. 이천&산수유】
❍ 이천 산수유에 대한 키워드 분석결과 산수유 군락지인 ‘백사면’,
‘도립리’, ‘경사리’, ‘송말리’ 등 지역에 대한 빈출도가 높게 나타남.
❍ 뉴스는 ‘경사리’, ‘도립리’, ‘송말리’ 등의 지역명칭과 ‘원적산’, ‘영
원사’ 등 주변 관광지에 대한 키워드 빈출이 눈에 띔.
❍ 블로그는 ‘꽃들’, ‘아이들’, ‘꽃망울’, ‘봄나들이’ 등 감성적 키워드와,
‘시티투어’, ‘체험문화축제’, ‘둘레길’ 연관 관광자원에 대한 키워드가
다양하게 빈출됨.
❍ 트위터는 ‘신천지자원봉사단’, ‘상징물’, ‘거북놀이’, ‘경충대로’ 등
키워드 빈출도가 높게 나타남.
워드클라우드 분석 (뉴스, 블로그, 트위터 : 8,706건)

뉴스 (4,918건)

블로그 (3,577건)

트위터 (211건)

❍ 검색건수 빈출도는 ‘꽃들’, ‘백사면’, ‘도립리’, ‘경기도’, ‘경사리’ 등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백사면’, ‘경사리’, ‘도
립리’, ‘송말리’, ‘전령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시민들’, ‘황금색’, ‘자생군락지’,‘벛꽃축제’, ‘관광지’
등에 대한 키워드의 빈출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랭킹분석(검색건수)

랭킹분석(가중치)

❍ 소셜 키워드 추이 분석 결과 2017년 3월이 가장 높았으며, 뉴스
는 2018년 3월, 블로그는 2017년 4월, 트위터는 2017년 11월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산수유 꽃 개화기와 축제 기간중에 가장 빈출도가 높고, 산수유
열매가 익는 10월 등 그 외의 기간에도 꾸준한 키워드 노출이 이
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