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프로젝트 배경
2. 프로젝트 목표
- Success Criteria

3. 프로젝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 System test case
- Traceability Matrix

4. 프로젝트 설계
- Component diagram
- Sequence diagram

5. 1st Iteration
- System testing Result

6. 2nd Iteration
- System testing Result
- Pass/Fail Criteria

7. 3rd Iteration
- System testing Result
- Pass/Fail Criteria



Covid19 현황을 보여주는 다양한 서비스 존재하지만

언제 종식될 지 알려주는 서비스는 없음



확진자 자료를 이용해 감염병 전파를 예측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전 세계 Covid-19 감염 데이터를 크롤러를 이용해 자동으로 수집한 뒤 국가별
유병률을 계산하여 Covid-19 확진자 추이 예측 및 종료시기 제공

• 국가별 확진자 현황 및 전일 대비 변화량 제공
• 감염병 발생일부터 현재까지 확진자 그래프 제공
• SIR / SEIR 모델과 데이터 피팅 알고리즘을 이용한 확진자 예측
• 국가별 Covid-19 예상 종료시기 및 확진자 추이 예측 그래프 제공

새로운 전염병 발생시 빠르게 적용 가능한 시스템 구축



구현한 SIR / SEIR 모델이 얼마나 유용한지 판별하기 위해
결정계수(𝑅2) 0.5 이상을 목표



1. 데이터 수집
1.1.  약 210개국의 국가별 확진자 수, 사망자 수, 회복 인원을 크

롤링 한다.
1.2. 크롤링한 데이터를 시계열 형태로 가공한다.
1.3. 가공된 데이터를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한다.
1.4. 24시간에 한 번씩 실행된다.

2. 데이터 가공
2.1.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 모델의 Input에

알맞은 형태로 가공한다.
(날짜, 전체 인구, 확진자 수, 사망자 수, 회복 인원) -> (날짜, 감염
가능군, 감염군, 회복군)

2.2. 데이터 피팅을 통해 전파율, 회복율을 계산한다.
2.3. 전파율, 회복율을 이용해 유행 종료일 까지의 확진자 수를

예측한다.
2.4. 성능 평가를 위한 결정 계수를 계산한다.

3. 데이터 시각화
3.1. 원하는 국가를 검색하여 전염병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3.2. 국가별 전염병 확진자 데이터를 표의 형식으로 보여준다.
3.3. 국가별 전염병 확진자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준다.
3.4. 국가별 전염병 종식 일자를 제공한다.

1.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UI가 직관적이어야 한다.

2. 새로운 전염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 Description

Test 1 국가별 확진자 수, 사망자 수, 회복 인원을 성공적으로 크롤링 하는지 테스트한다.

Test 2 크롤링한 데이터를 시계열 형태로 가공하는지 테스트한다.

Test 3 크롤링한 데이터를 데이터 베이스에 성공적으로 저장하는지 테스트한다.

Test 4 24시간에 한 번씩 실행되는지 테스트한다.

Test 5 데이터 베이스에서 불러온 데이터가 모델에 알맞은 형태로 가공되는지 테스트한다.

Test 6 ODE(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Solver의 결과값이 계산되는지 테스트한다.

Test 7 Matrix Class를 이용 행렬의 기본적인 연산(+, -, *, inverse, transpose, 행렬식)이 되는지 확인한다. 

Test 8 데이터를 ODE Solver를 이용해 피팅 후 전파율과 회복율이 계산되는지 테스트한다.

Test 9 계산된 전파율과 회복율을 ODE Solver에 적용하여
전염병 유행 종료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지 테스트한다.

Test 10 계산된 결정 계수가 Success Criteria를 만족하는지 테스트한다.

Test 11 국가를 검색했을 때 해당 국가의 전염병 데이터가 웹에 출력되는지 테스트한다.

Test 12 국가를 선택했을 때 해당 국가의 전염병 확진자 데이터가
표의 형식으로 웹에 출력되는지 테스트한다.

Test 13 국가를 선택했을 때 해당 국가의 전염병 확진자 추이가
그래프 형식으로 웹에 출력되는지 테스트한다.

Test 14 국가를 선택했을 때 지도 위에 전염병 종식 날짜가 웹에 출력되는지 테스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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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데이터로 예측시 보다 유효한 예측을 보임
• 자연방목 상태일 수록 데이터 유효성이 높음

• 전체 데이터로 예측시 방역에 상당한 노력이 들어
간 국가일 경우 유효성이 상당히 낮아짐

한국과 같은 경우 새로운 모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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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목표 : 결정계수(𝑹𝟐) 0.5 이상

• 그 외 국가의 유효성 -> 새로운 질병 예측 모델인 SEIQR 모델을 이용해 더 높임

최종 결과
• Covid-19 감염국 : 총 213개국
• 결정계수(𝑅2) 0.5 이상 달성 : 206개국 (96.7%)
• 최저값 : 0.483(프랑스) 목표치 대비 -3.4%
• 213개국의 평균 결정계수 : 0.67 목표치 대비 34% 초과 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