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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개요



들어가며 디지털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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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불평등

취업 불평등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디지털 불평등

수학 불평등

컴퓨팅 사고

통계

디지털

데이터
리터러시

국산 오픈 통계 패키지 - 초중등 교육용 통계 패키지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v5gu8pTHMcRUei8II4eGB5367fGRZJlRzML9v0U9QdE/


들어가며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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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내용 화면

이솦

● EBS의 다양한 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사이트

● 온라인 코딩강의, 소프트웨어 관련 다큐, 교재, 
교육콘텐츠 등을 제공

● www.ebssw.kr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 온라인 소프트웨어교육 사이트 소개
● 무료 소프트웨어교재 제공
● 소프트웨어교육 체험주간, 온라인코딩 파티, 소

프트웨어창의캠프 소개 및 신청 접수
● http://www.software.kr

에듀넷·
티-클리어

● 연구 ·선도학교의 운영계획서·활동 모듈·결과보
고서 등 교육자료 제공

● 무료 소프트웨어교재, 연수자료 제공
● 로봇활용교육 수업자료, 교육용 로봇 정보 등
● http://www.edunet.net

Code.org

● 연령별, 단계별로 완료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
고 이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
는 코딩 학습 사이트

● 아이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사용하여 초등학
교 저학년 학생에게도 적합하며, 미션 완료시
수료증을 제공

● https://code.org

통계

데이터
분석

귀납적
추론

디지털
글쓰기

데이터
리터러시

시각화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19.12. 제34호



들어가며 통계/수학 SW 현황 (R사용자회, 2021)

4 / 20출처: Open UP On-Boarding

https://r2bit.com/onboard/tong.html


들어가며 통계/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현재

5 / 20출처: Open UP On-Boarding – Tidyverse Korea

문서편집기 초창기
시장과 유사
→ 워드, 한글, 훈민정음, 
보석글 등등…

디지털 전환에 따라
소프트웨어 없이
교육 불가능
→ 수학, 과학, 통계, 기술, 
사회, …

https://r2bit.com/onboard/tong.html


오픈업컨트리뷰션 Open UP 오픈 프런티어 - Tidyverse Korea

6 / 20[컨트리뷰톤] 2021년 Open UP 오픈 프런티어 「마스터 프런티어」 프로젝트팀 선정결과 안내

https://www.oss.kr/notice/show/612cc49e-08b2-486f-83d6-ac7f4114f0d5


이 소 연김 상 돈

오픈업컨트리뷰션 Open UP 마스터즈 프로그램 - 멘토/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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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 춘

Tidyverse Korea

홍 성 학

유충현

Tidyverse Korea

Tidyverse Korea

* RStudio Tidyverse Instructor

* Seoul R Meetup 운영

* Tidyverse Korea 페이스북 그룹

* Software Carpentry Instructor

* 한국 R 컨퍼런스 운영위원

* 한국 R 사용자회 대표

*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 Tidyverse Korea 페이스북 그룹

* “R을 이용한 통계학의 이해” 외 5종 저술

* R 패키지 author (dlookr/alookr) 

* Korea R User Group 초대 대표 역임

*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 R을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저자

* Korea R User Group 운영진 역임

* 오픈소스 RHive 패키지 컨트리뷰터

윤 화 영 김 민 서

김 은 지 한 진 영김 현 지 이 승 현

x

Mentor Mentee

https://education.rstudio.com/trainers/people/lee+kwangchun/


On-Boarding 프로그램 Open UP On-Boarding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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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UP On-Boarding – Tidyverse Korea 오픈 통계 패키지

https://r2bit.com/onboard/


On-Boarding 프로그램 오픈 통계 패키지 개발 튜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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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Stat - R/Shiny 튜토리얼

https://choonghyunryu.github.io/openstat_project/


On-Boarding 프로그램 한국 R 커뮤니티 소개 (글로벌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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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Conference and Meetings: link

• AsiaR Conference & Asia R Meetup(회의록): link

• 한국 R 컨퍼런스: link, Virtual Events

• Facebook Group: link

• Youtube Channel: link

• Seoul R Meetup: link

• Global R Meetup: link

• Tidyverse Seoul R Meetup: link

한국 R 컨퍼런스 로고 by.DACON

https://jumpingrivers.github.io/meetingsR/r-user-groups.html
https://hackmd.io/QmR_Z8_ERauMk3YekUbsxQ
https://use-r.kr/
https://jumpingrivers.github.io/meetingsR/virtual-events.html
https://www.facebook.com/groups/tidyverse
https://www.youtube.com/channel/UCW-epmIvjBEhhVXw_F0Nqbw
https://www.meetup.com/seoul-r-meetup
https://www.meetup.com/seoul-r-meetup
https://tidyverse-korea.github.io/seoul-R/
https://dacon.io/


On-Boarding 프로그램 R 핸즈온(Hands-on)

11 / 20FESTA.IO - 한국 R 컨퍼런스 핸즈온

https://festa.io/hosts/1099/


오픈통계패키지 오픈 통계 패키지의 목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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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초보자 및 일반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인식하여 최적의 분석을 실행하고 결과물을 PDF, 

HTML, 워드, 대시보드 재현 가능하게 자동 생성합니다.

스프레드시트 계열의 정형데이터를 넘어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

(시계열, 공간지리, 텍스트, 이미지 등)도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가져오기(auto-Ingest), 탐색적 분석(autoEDA), 모형(auto-ML), 

시각화(autoViz), 표(auto-Table), 보고서(autoReport) 영역에

Auto-X 기술을 적용하여 클라우드 SaaS 기반의 통계 패키지 SW를

개발합니다.



오픈통계패키지 통계 분석 대중화

13 / 20Derek Wang (2021-04-21), "Four Steps To Data Democratization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Forbes

https://www.forbes.com/sites/forbestechcouncil/2021/04/21/four-steps-to-data-democratization-with-artificial-intelligence/?sh=59158f8979a0


오픈통계패키지 Birds-eye View

14 / 20WIMP 출처: Identifying 5 Mobile Device Web Design Anti-patterns

데이터 데이터 리터러시 디지털 글쓰기

AI/기계학습/통계

엔진

통계 패키지

서비스
UI: WIMP 데이터베이스통계 패키지

(클라우드)

서비스

초중등

데이터 리터러시
오픈 소스 커뮤니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https://vijo.info/identifying-5-mobile-device-web-design-anti-patterns/


오픈통계패키지 데이터 패키지(statdata)

15 / 20GitHub 저장소, statdata 웹사이트, eStat

https://github.com/tidyverse-korea/statdata
https://tidyverse-korea.github.io/statdata/
http://estat.me/estat/eStat/


오픈통계패키지 UI (Shiny.fl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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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y.fluent를 이용한 오픈 통계 패키지 첫 화면

단변량 데이터셋을 이용한 데이터 탐색

https://statkclee.github.io/data-product/open-stat-module-gender.html


오픈통계패키지 BitStat

17 / 20BitStat: GitHub 저장소

BitStat 로고 BitStat 메뉴바

데이터 준비 – 데이터 업로드 데이터 준비 – 데이터셋 관리

https://github.com/bit2r/BitStat


오픈통계패키지 BitStat

18 / 20BitStat: GitHub 저장소

데이터 진단 – 진단 개요

데이터 진단 – 변수명 진단

데이터 진단 – 이상치(Outliers)

데이터 진단 – 보고서 출력

데이터 진단 – 이상치(Outliers)

데이터 진단 – 변수명 진단

데이터 진단 – 변수명 진단

데이터 진단 – 변수명 진단

Pdf 보고서
HTML 보고서

https://github.com/bit2r/BitStat


오픈통계패키지 BitStat 개발 계획

19 / 20BitStat 소개

https://choonghyunryu.github.io/intro_BitStat/


오픈통계패키지 함께할 컨트리뷰터를 찾습니다!

20 / 20이미지 출처: Clayton Cardinalli from Unsplash. 



감사합니다

윤화영외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 – Tidyverse 데이터 과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