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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준

데이터 과학

(현) 건국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학술연구교수

(현) 농촌진흥청 한국가축 사양표준 위원회 한우분과위원

축산 전문가

축산에 데이터 과학을 입히다

축산과 데이터과학을 접목하기 위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개발

DairyLab / HanwooLab 등 축산 데이터분석 어플리케이션 개발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건강관리 시스템 (G-CoMS)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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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를 사는 방법



배경

01

송아지를 어떻게 구매할까요?



한줄의데이터가만들어지기위해서..

누군가는 소를 육종하고 애지중지 수년간 키우고 도축을 해 등급을 판정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축산물 이력제)



40,000 ~ 130,000마리
1달동안 태어나는 한우 송아지(축산물 이력제, 2020)



350 ~ 600만원
한우 송아지 가격 (축산유통정보, 2020)



41%
전체 사육비 중 송아지 구매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농축산물생산비조사, 2019)



±56개
전국 우시장의 개수(종축개량협회, 2020)



70 ~ 250 두
1개 우시장에 출품되는 송아지의 수



소를 사는 방법

출품우정보확인

유전정보검색/정리

경험적인판단

송아지구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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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1. 축산물등급판정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품질평가원)

3. 유전능력평가정보 (농촌진흥청)

4. 축산물 등급판정 통계 (축산물품질평가원)

5. 한우개체정보조회 (종축개량협회)

외부 데이터

1. K 한우 협동조합

상세 도체데이터(5만여 마리)

2. 우시장 출품우 리스트

활용 데이터



• 한우 개량 정보

• 소도체 등급 정보

• 축산물 유통정보
• 축산농가
• 협동조합

송아지 구매

판단기준 제공

문제해결 프로세스

1. 자료수집
2. 시각화
3. 성장 예측모델



사용한주요패키지들

● rvest
● RSelenium
● shiny
● shinydashboard
● highcharter
● tidyverse
● reactable



http://app.antller.com/twoplusmaker/
http://app.antller.com/yjhanwoo/

애플리케이션

http://app.antller.com/twoplusmaker/
http://app.antller.com/yjhanwoo/


reactable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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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Table w/ Shiny (Traditional? Way)
● {DT}: An R interface to the DataTables library (Yihui Xie @RStudio)
● {knitr::kable} (Yihui Xie @RStudio)

<- With respect honor and gratitude. Thank you!!



Make Table w/ Shiny (Alternative Way)
● {flextable} (Gohel) and {huxtable} (Hugh-Jones)
● {gt} (Iannone)
● {formattable} (Ren)
● {rhandsontable} (Owen)
● {pixiedust} (Nutter)
● {stargazer} (Hlavac)
● {xtable} (Dahl)

https://bookdown.org/yihui/rmarkdown-cookbook/table-other.html

https://bookdown.org/yihui/rmarkdown-cookbook/table-other.html


Make Table w/ Shiny (Alternative Way)
● {reactable} (Greg Lin)

Similar to DT, this package also creates interactive tables 
based on a JavaScript library. Frankly speaking, it looks better 
than DT in several aspects in my eyes (such as row grouping 

and aggregation, and embedding HTML widgets). Had 
reactable existed in 2015, I would not have developed DT. 
That said, reactable does not contain all the features of DT, 
so you may read its documentation and see which one fits 

your purpose better

https://bookdown.org/yihui/rmarkdown-cookbook/table-other.html

https://bookdown.org/yihui/rmarkdown-cookbook/table-other.html


What is reactable??

https://github.com/tannerlinsley/react-table

Interactive data tables for R, based on the React Table library and made 
with reactR.

https://github.com/react-R/reactR

https://glin.github.io/reactable/

https://github.com/tannerlinsley/react-table
https://github.com/tannerlinsley/react-table
https://github.com/react-R/reactR
https://github.com/react-R/reactR
https://glin.github.io/reactable/


Features
● Sorting, filtering, pagination
● Grouping and aggregation
● Built-in column formatting
● Custom rendering via R or JavaScript — use Shiny HTML tags and HTML widgets in tables
● Expandable rows and nested tables
● Conditional styling
● Works seamlessly within R Markdown documents and Shiny apps



Demos



Demos



Demos



https://glin.github.io/reactable/articles/examples.html

https://glin.github.io/reactable/articles/examples.html


떠먹여주는샤이니데모

https://glin.github.io/reactable/articles/shiny-demo.html

https://glin.github.io/reactable/articles/shiny-demo.html


대단하지 않아 보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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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생각하는데이터과학자의모습



실제내모습



실제내모습

<-소똥치우는중



무엇이중요할까?

대단한 AI를 만드는 것

정보를 친절하게 전달 하는 것

VS.



https://github.com/shinykorea/corona-sickbed

데이터 과학이 코로나와 싸우는
또 다른 방법(feat. Shiny Korea)

https://github.com/shinykorea/corona-sickbed


ruminoreticulum@gmail.com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