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R기반 공공데이터 패키징 해커톤 (RTHON) Q & A
(20.11.04)

Q.

해커톤이라면 행사기간 내 반드시 밤을 새야하나요?

A.

아니요 .

Covid-19 로

출퇴근 형식 (09:00-18:00)으로 진행되고, 별도의 숙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팀별 활동은 멘토와 함께 제공해드리는 모임공간을 통
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

Q.

모임공간 사용은 필수인가요?

A.

네. 필수입니다 . 해커톤은 작업에 방해되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결과
물을 도출해내기 위해 작업에 몰두하는 단기 프로젝트입니다. 참가자 관리
는 행사기간 내 수시로 관리되며 모임공간에 대한 별도의 출석 체크가 진
행됩니다. 적극적인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참가를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Q.

반드시 팀으로 참가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 개인 또는 팀별 참가가 가능하나 패키징이라는 특성상 구성원들
간의 협업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Q.

노트북은 지원되나요 ?

A.

아니요. 노트북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식사는 지원되나요 ?

A.

네. 지원됩니다. 최종 참가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Q.

최종발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A.

본 행사는 발표를 통해 별도의 시상을 가지는 행사가 아닙니다 .
onference in Korea 2020 과

함께하는 데이터 해커톤으로

R User C

R 기반의

비즈니

스 모델이 필요한 데이터 패키징을 경험해보는 자리입니다. 행사종료시 서
로 진행한 결과물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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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전학습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A.

모집 마감 후 , 최종 해커톤 참가 전

R을

활용한 데이터 패키징 관련 기본

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영상이 제공됩니다. 방식은 실시간 또는 사전 제작
을 통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예정입니다.

Q. R 이
A.

뭔가요 ?

통계 계산과 그래픽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소
프트웨어 환경이자 오픈 소스입니다 .

Q.

공공데이터 중 패키징할 데이터가 정해져있나요 ?

A.

자신이 생각한 비즈니스모델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패키징 하시면 됩니다.

Q.

별도의 상금은 없나요?

A.

네 . 없습니다 . 이번 행사는 데이터 패키징을 통해 향후 다수의 예비 창업
자들이 손쉽게 공공데이터에 접근함에 있어 창업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 여러분 모두가 예비
창업자일 수 있습니다 .

Q.

참가신청서 양식은 자유양식인가요?

A.

네. 자기소개, 참가동기, 비즈니스 모델에 필요한(패키징할) 공공데이터 내
용 등이 반영된
(예시

3페이지

이내의 자유형식의 문서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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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3페이지 이하 분량으로 작성(양식수정 불가) (줄간격 160, 중고딕 11~15포인트)
(※ 제출시 삭제)

q 참가 동기
q 비즈니스 모델에 필요한(패키징할) 공공데이터 내용
※ 이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활용목적 및 주요기능과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구
체적으로 기술하세요. 자유양식 (사진, 그림, 도면, 표, 등 활용 가능) (※제출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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