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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서울시외국인인구에미치는영향."

코로나로인해많은사업들이피해를보고있는데그중이태원상권은코로나확산초기에
심한 타격을받았는데그이유는이태원클럽사건과외국인인구감소로인한피해로예상되는데

정확히외국인의수가얼마큼감소하고얼마큼피해를보고있는지
그리고외국인들이어디에주로많이분포해있고그이유는무엇때문이었는지에대해조사하였습니다.

01주제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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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 *팀장

자료조사

데이터시각화

데이터분석 – 서울시 외국인인구관련

조원 방진 * 조원 성시 * 조원 박종 *

담당업무

자료조사

데이터시각화

데이터분석 – 서울시 외국인편의시설

자료조사

데이터시각화

데이터분석

자료조사

데이터시각화

데이터분석 –서울시외국인병원, 학교등
필수시설

ppt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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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서울시외국인인구에관한데이터들을수집후에구별로외국인코로나확산뒤 외국인인구변화
데이터를데이터프레임으로정리후그래프로시각화가독성을높이고관광업소들의위치를지도로
시각화

데이터수집

1. 코로나이전외국인인구는증가추세
2.코로나시즌(2020~2021년) 외국인인구
3.서울시연도별외국인근로자인구수동향
4.연도별외국인유학생인구수동향
5.결혼이민자외국인인구수동향분석
6.한국국적취득한외국인추세와남녀별분석
7.외국인주민자녀출생률

8. 서울시외국인민박업소현황
9. 서울시외국인학교
10 . 서울시외국어가능약국
11 . 서울시기념품가게현황
12. 서울시외국인의료관광허가병원

데이터출처 : http://data.seoul.go.kr/dataList/datasetList.do



04데이터시각화및분석
주제 1. 코로나이전이후세대이후인구추세

1. 코로나이전외국인인구는증가추세

코로나시즌이전인구추세

- 2015년대비 2019년도외국인인구증가율(4년성장율)은평균 13% , 연간약 3% 성장추세

- 외국인인구가가장많은지역구: 1. 영등포구 2. 구로구 3.금천구

- 외국인인구가가장적은지역구: 1. 도봉구 2. 강북구 3. 노원구

- 외국인인구증가율이가장높은지역구: 1. 서대문구(30%) 2. 동대문구(27%) 3. 성북구(25%)

2. 코로나시즌(2020~2021년) 외국인인구

외국인인구수절반으로축소되었다. 

- 코로나시즌(2020-2021년) 인구감소율이가장낮은곳: 1. 양천구(63%) 2. 도봉구(-58.8%) 3. 은평구(-58.6%)
지역구평균인구감소율: -48%  , 절반가량줄어들었다.

2020년대비 2021년전체외국인인구수감소율



04데이터시각화및분석
주제 1. 코로나이전이후세대이후인구추세

외국인인구수상위 6개지역구인구변화



04데이터시각화및분석

외국인근로자인구수 : 감소추세 (5년간약 38% 감소) 연간 7.6%감소추세

- 외국인근로자가가장많은지역: 1. 영등포구 2. 구로구 3. 금천구

- 외국인근로가가가장적은지역: 1. 도봉구 2. 노원구 3. 강북구

- 외국인근로자감소율이가장높은지역: 1. 종로구(-74%) 2. 강북구(-47%) 3. 강서구(-47%)

- 남자외국인근로자가가장많은지역 : 1. 영등포구 2. 구로구 3. 금천구

- 여자외국인근로자가가장많은지역 : 1. 영등포구 2. 구로구 3. 금천구

- 남자외국인근로자감소율이가장높은지역 : 1. 종로구(-74%) 2. 강서구(-49%) 3. 강북구(-45%)

- 여자외국인근로자감소율이가장높은지역 : 1. 종로구(-72%) 2. 양천구(-51%) 3. 강북구(-50%)

주제2 서울시연도별외국인근로자동향

2015년대비 2021년
남자외국인근로자인구수

2015년대비 2021년
여자외국인근로자인구수

2015년대비 2021년외국인
근로자인구수감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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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이가장많은지역: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 유학생이가장적은지역: 1. 강동구 2. 송파구 3. 강남구

- 유학생증가율이가장높은지역: 1. 강동구(198%) 2. 중랑구(180%) 3. 강북구(163%)

- 남자유학생이가장많은지역 : 1. 동대문구 2. 성북구 3. 종로구

- 여자유학생이가장많은지역 : 1. 동대문구 2. 서대문구 3. 성북구

- 남자유학생증가율이가장높은지역 : 1. 강동구(522%) 2. 중랑구(223%) 3. 강북구(201%)

- 여자유학생증가율이가장높은지역 : 1. 중랑구(159%) 2. 송파구(156%) 3. 금천구(147%)

주제3 연도별외국인유학생인구수동향

2015년대비 2021년남자 유학생인구수2015년대비 2021년 여자유학생인구수

2015년대비 2021년 전체유학생인구수

외국인유학생인구

- 동대문구에유학생이가장많이밀집되어있는데근처에학교가많고외국인이많기때문이다.
- 강동구에유학생이많이증가하는이유는강동구지역근처에대학교가많고교통편이잘이루어져
있기때문이다.
- 종로구에유학생이가장많은데종로구에는상명대, 성균관대, 배화여대등대학교가많이
밀집되어있는걸로파악된다.



04데이터시각화및분석

결혼이민자인구수결론 : 증가추세(5년간약 18% 상승) 연간약 3.6% 성장

- 결혼이민자가가장많은지역: 1. 구로구 2. 영등포구 3. 금천구

- 결혼이민자가가장적은지역: 1. 종로구 2. 중구 3. 도봉구

- 결혼이민자증가율이가장높은지역: 1. 서초구(82%) 2. 강남구(56%) 3. 송파구(42%)

- 결혼이민자증가율이가장낮은지역: 1. 종로구(-18%) 2. 영등포구(-4%) 3. 관악구(-0.5%)

- 남자결혼이민자가가장많은지역 : 1. 구로구 2. 영등포구 3. 용산구

- 여자결혼이민자가가장많은지역 : 1. 구로구 2. 영등포구 3. 강서구

- 남자결혼이민자증가율이가장높은지역 : 1. 서초구(146%) 2. 강남구(99%) 3. 성동구(69%)

- 여자결혼이민자증가율이가장높은지역 : 1. 서초구(50%) 2. 강남구(37%) 3. 송파구(34%)

주제4 결혼이민자외국인인구수동향분석

2015년대비 2021년남자 이민자인구수2015년대비 2021년 여자
이민지인구수

2015년대비 2021년전체이민자인구수

결혼이민자인구수
- 결혼이민자가가장많은지역이구로구인데현재초등학교부터 , 고등학교가많고
아파트인프라형성이잘되어있기때문이다 .

- 서초구에는회사와많은유동인구강남구에위치해여러시설들이잘되어있어
서초구로많이오는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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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을가진외국인결론 :증가추세(5년간 7.5% 증가) 년간약 1.5%증가추세

- 한국국적을가진외국인인구증가율이가장높은곳 : 1. 도봉구(31%) 2. 구로구(23%) 3. 은평구(23%)

-한국국적을가진외국인인구증가율이가장낮은곳 : 1. 용산구(-16%) 2. 강남구(-10%) 3. 종로구(-6%) 

- 2020년도기준한국국적을가진외국인인구가가장적은곳 : 1. 서초구 2.종로구 3. 강남구

- 2020년도기준한국국적을가진외국인인구가가장많은곳 : 1. 구로구 2.영등포구 3. 금천구

- 2020년도기준한국국적을가진남자외국인인구가가장많은곳 : 1. 구로구 2.영등포구 3. 금천구

- 2020년도기준한국국적을가진남자외국인인구가가장적은곳 : 1. 도봉구 2.강남구 3. 서초구

- 2020년도기준한국국적을가진여자외국인인구가가장많은곳 : 1. 구로구 2.영등포구 3. 금천구

- 2020년도기준한국국적을가진여자외국인인구가가장적은곳 : 1. 종로구 2.서초구 3. 강남구

주제5 한국국적취득한외국인추세와남녀별분석

2015년대비 2021년한국국적취득외국인인구동향2015년대비 2021년한국국적취득
여자외국인인구동향

2015년대비 2021년한국국적취득남자외국인인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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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자녀출생률 : 약증가추세 (5년간 8.6% 성장) 년간 1.7% 성장

- - 출생률이가장높은지역 : 1.금천구(20%) , 2.동대문구(17%), 3.도봉구(16%)

- - 출생률이가장낮은지역 : 1.용산구(-5%) , 2.관악구(-1.4%), 3.마포구(1.7%)

- - 가장많이태어난성별 : 여자

- - 여자출생율이가장높은지역 : 1.도봉구(27%) , 2.금천구(19%), 3.서초구(18%)

- - 여자출생율이가장낮은지역 : 1.용산구(-8%) , 2.광진구(-0.8%), 3.관악구(-0.7%)

- - 남자출생율이가장높은지역 : 1.금천구(21%) , 2.강북구(20%), 3.송파구(17%)

- - 남자출생율이가장낮은지역 : 1.용산구(-2.9%), 2.관악구(-1.4%), 3.노원구(0.9%)

주제6 외국인주민자녀출생율

2015년대비 2021년외국인주민자녀(남) 인구동향2015년대비 2021년외국인주민
자녀(여) 인구동향

2015년대비 2021년외국인주민자녀인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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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가장이용하기좋은지역구 (기준: 약국, 병원, 민박업소 )

- 외국인인구대비시설이가장잘되어있는지역 = 1.강남구 2.서초구, 3.마포구
- 외국인인구대비시설이가장열악한지역 = 1. 구로구, 2.영등포구, 3. 광진구

- 외국인인구대비외국어가가능한약국이가장많은지역 = 1.성북구, 2.강남구, 3.서초구
- 외국인인구대비외국어가가능한약국이가장적은지역 = 1.광진구, 2.영등포구 , 3.구로구

- 가장많이사용하는외국어는 : 1.영어 2. 일어 3. 중국어

- 가장적게사용하는외국어는 : 1.독일어 , 2.불어. 3.스페인어

- 외국인인구대비외국어가가능한병원이가장많은지역 = 1.강남구, 2.서초구, 3.중구
- 외국인인구대비외국어가가능한병원이가장적은지역- 1.구로구, 2.광진구, 3.성북구

- 외국인인구대비외국어가가능한숙박업소가가장많은지역 = 1.마포구, 2.강남구, 3.중구
- 외구인인구대비외국어가가능한숙박업소가가장적은지역 = 1.구로구, 2.중랑구, 3.동작구

주제7. 서울시지역구외국어가능편의시설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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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8. 위치분포도 –강남구외국인의료관광허가업소

* 회색은한의원 , 빨간색은치과, 파란색은성형외과또는외과의원

서울의중심강남구에병원이밀집한이유

“
현재전세계적으로 K 뷰티시장이활성화되어있고치과기술같은경우우리나라기술이
유명하다보니외국인들이시술을받기위해찾아오는경우가많은데그중강남은서울시에서
가장많은병원을보유중이고그만큼의료관광사업허가를받은병원들이
대부분강남에집중되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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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8. 위치분포도 –기념품판매점

서울젊음의거리홍대외국인에게도관광필수코스
“
서대문구와마포구쪽으로외국인기념품점이몰려있는이유는 바로옆종로구에한옥체험
경복궁등이위치해있고외국인전용호텔들도이쪽으로많이뻗어있기도하면서
홍대, 신촌, 이대와도교통도잘되어있고접근성이좋기에외국인들이거리를구경하면서
한국음주문화를즐기는곳이기에기념품등의소비가제일활발하게일어날수있는곳이기에
기념품판매점이밀집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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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구동향결론:

서울시인구동향결론
- 코로나이전외국인인구는증가추세였지만코로나이후외국인인구는절반으로감소했다. 
- 서울시의외국인근로자는큰폭으로감소추세이다. 
- 반면외국인유학생, 결혼이민자, 외국인주민자녀출생률, 한국국적을취득한외국인인구는
증가추세이다. 

이를 통해코로나통제가완화되고있는시점에서코로나시국이끝난뒤에는다시증가추세로넘어갈지
향후전망은계속지켜봐야할것으로보인다.

편의시설결론

- 외국어가가능한편의시설은강남구가압도적으로높았다. 
- 외국어가가능한병원이강남구에몰려있기때문으로보인다.
- 숙박업소는홍대의영향인지마포구가가장높았다. 
- 반면구로구와영등포구는외국인인구가가장많지만편의시설은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 구로구와영등포구의편의시설의부족은지역이회사들이밀집한구역으로서외국인전용으로하기보다는
유동인구의대부분인직장인들의편의성을중심으로한지역인것으로확인된다.

외국인편의시설은지역마다외국인유동인구가많은지아닌지에따라결정되고있다.



MIRI Center06마무리

아쉬운점:

- 좀더세밀한분석을하고싶었으나( 국적별비교, 연령대별비교) 관련데이터가없어서못했다.

- 수업에서배운통계검정을하고싶었으나데이터부족으로불가능했다. 

- 더많은서브주제를가지고분석하고싶었으나관련데이터를구하지못해할수없었다. 

- 수집한데이터들이전체적으로내용이부실하거나없는경우가너무많아서시각화할때 불편했다.

데이터를구하는게매우어렵다는것을느꼈다. 



Thank you for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