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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기획의도)

코로나19 및 경제침체로 인하여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유동인구 감소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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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소개

유동인구 데이터를 기반해 타겟층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매출증대를 원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통계, 인구예측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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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

데이터수집 및 모델링

PPT & 기획안 작성

조진*

홍보 게시판 구현

Front-end 총괄

김우*

H_map 구현

PPT 작성

이유*

홍보 게시판 구현

Main 화면 구현

이종*

데이터 수집 및 가공

PPT 작성

연예*

홍보 게시판 구현

인구예측서비스 구현

임수*

데이터수집 및 모델링

PPT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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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진행 일정 : 8/25 ~ 9/23

Week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기획

자료수집

데이터
전처리

디자인

구현

테스트

평가/
수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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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DATA : 출처

≫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유동인구 데이터 활용으로 동별
인구 예측

월 평균 인구수로 변화량 측정

네이버 지도 ≪

서울 내 판촉 기업 크롤링하여
목록화



02 | DATA : 수집

행정동 단위 서울 유동인구(내국인)
2021.09-2022.8.csv



02 | DATA : 수집

행정동 중심좌표.CSV



02 | DATA : 수집

서울 내 판촉업체.CSV



02 | DATA : 전처리

≫ 칼럼 재할당

≫ 필요없는 데이터
Drop

≫ 지도 API 표시위해,

행정동 중심좌표
Merge

결측치 삭제



ARIMA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은 과거의 관측 값과

오차를 사용해서 현재의 시계열 값을 설명하는 ARMA(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모델을 일반화 한 것으로,

분기/반기/연간 단위로 다음 지표를 예측하거나 주간/월간단위로 지표를 리뷰하며

트렌드에 이상치가 없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데 사용되는 분석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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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DATA : MODEL

ARIMA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LSTM (Long Short Term Memory)는 기존의 RNN이 출력과 먼 위치
에 있는 정보를 기억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장/단기 기억을 가
능하게 설계한 신경망의 구조를 말합니다. 주로 시계열 처리나, 자연어
처리에 사용됩니다.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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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DATA : MODEL

LSTM(Long Short-Term Memory)



03 | WEB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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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_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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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예측 서비스



홍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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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Conclusion

≫ 데이터 전처리가 어려웠다.

≫ 유동인구 예측은 날씨나 교통,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벤트 등

변수가 많아서 정확한 예측은 힘들었다.

≫ 데이터 양이 많아서 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는데 오래 걸렸다.

≫ 결과값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많은 공부가 되었고

여러 요소(계절적, 휴일 등)을 고려해서 처리해 보고 싶었다.



Q & A

05 | Q&A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