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지금만나러갑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홈페이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입양률 예측

유기견을 부탁해 : 오지*, 문찬*, 김하*, 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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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데이터 수집 : 크롤링



데이터 수집 : 크롤링

(기간 : 2018년 5월 1일 ~ 2019년 6월 18일 )

1단계 : 상세정보의 링크와상태정보(입양, 공고중 등) 수집

1 2



데이터 수집 : 크롤링

(기간 : 2018년 5월 1일 ~ 2019년 6월 18일 )

2단계 : 수집한 링크로 상세정보 수집



데이터 수집 : 데이터 병합

(기간 : 2018년 5월 1일 ~ 2019년 6월 18일 )

3 단계 : 상세정보 + 상태정보

141,500



1 차 데이터 전처리

필요 없는 컬럼 제거

데이터 타입 변환

컬럼 <나이/체중> : 분리

데이터 추출 : 개

컬럼 <품종> : [개] 삭제

컬럼 <나이> : 결측치 제거(평균치 대체)



1 차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시각화 : 각 연도의 월별 유기견 비율

매년높아지는 유기견의 수

5월 7월 9월 11월 1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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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각화 : 각 연도의 월별 유기견 비율



데이터 시각화 : 유기견 비율 지도(시/군/구)

대체적으로 유사하지만, 
제주, 서귀포, 평택, 밀양, 창원의 유기견수가 많다.

- 유기견수 지도 - - 인구 대비 유기견수(밀도) 지도 -

다른 지역에 비해
인천 중구, 부산 중구의 인구 대비 유기견의 수가 많다.



데이터 시각화 : 유기견 비율 지도(시/군/구)

휴가차왔다가버리는개많아진제주도, 반려견반입거부
근거마련



데이터 시각화 : 키워드 분석(특성, 색상)

색상특징

가장 많이 나오는 특징은 “순하다” 가장 많이 나오는 색상은 “흰색”



2 차 데이터 전처리

컬럼 <주소> : 시/도 & 동 분리

컬럼 <나이> : 형태 변환(2018 -> 1)

컬럼 <체중> : 이상치 제거

매핑

컬럼 <주소> : 주소->인원으로 대체

컬럼 <나이> : 범주화



데이터 시각화 : 입양 여부별 속성 비율

<나이>

<성별><중성화여부>



데이터 전처리 : 매핑

성별

0 수컷

1 암컷

2 미상

중성화 여부

0 예

1 아니오

2 미상

-> 미상 데이터 제거

성별과 중성화여부는 고려 요소에서 영향이 클 것이다.



데이터 전처리 : 매핑

성별

0 입양O 입양, 반환, 기증

1 입양X 안락사, 자연사

2 예측 공고 중, 보호 중

동물의생존에 초점을 맞춰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관련 정보가 부족했다. 입양은 동물의 생존에 바로 직결되므로

생존여부도 포함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양여부를 예측하기로 했다.

왜 입양여부인가?



유기동물 보호 기간

유기 동물은 반려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

물보호센터에서 머물게 된다. 하지만 의무보호기간인 10일 이내에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입양도 되지 않

는다면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가 안락사가 가능해진다.
10

28,994

34,046

안락사로 죽은 동물의 수

자연사로 죽은 동물의 수

1년 동안



2 차 데이터 전처리

매핑

지역인원

지역 인원과 입양률은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모델링 : 기법 선정

73.05%

73.05 70.29 69.86 50.6 50.13

KNN
Random
Forest

Decision
Tree

SVM
Naive
Bayes

가장 정확도가 높은 KNN 기법으로 모델 심화학습 진행



모델링 : 최종 모델

n_splits값과 n_neighbors값을 반복문을 이용해 심화학습 진행

가장 정확도가 높은 값을 최대값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모델 생성

(random_state = 0으로 고정)

73.47%최종 정확도 : 



예측 결과 : 

8700마리 중 4992마리가 입양될 것이다. 



보완할 점 및 소감

1. 

2. 결측치 또는 이상치 데이터인 (<특성>의 성격, <성별>/<중성화여부>의 미상 등)의 데이터를

보다 보완 및 더 기간이 긴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입양까지 걸리는 기간까지 예측하려 하였으나,

동물보호소에서는 입양 날짜에 대한 정보는 기록하지 않아서 예측하지 못하였다.



하얀 색인 도시가 보이시나요?



반려동물,  사지말고입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