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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에서 R은 굉장히 유용한 언어
입니다. 지원하는 패키지가 다양하고 사용
법도 직관적이어서 수많은 데이터 분석가
들이 R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작한 분석 모델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라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없거나 과한 공수가 필요하다면
서비스 관점에서 효율적인 분석 모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웹/앱 서비스에 연계되는 데
이터 분석 모델을 만드는 데이터 분석가들
은 언제나 서비스에 어떻게 연동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Docker와 Kubernetes
를 활용하여 R 분석 모델을 서비스에 쉽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Docker

2.Docker로 이미지 만들기

3.Kubernetes

4. Kubernetes로 분석하기

발표개요



Docker

A�container�is�a�standard�unit�of�software
that�packages�up�code�and�all�its�dependencies
so�the�application�runs�quickly�and�reliably
from�one�computing�environment�to�another.

구동 중인컴퓨터의상태와관계없이
내가프로세스를실행하고싶은환경을만드는것

가상머신과유사하지만
실제로 OS를 설치하지않고프로세스만격리해서활용

MAC에서 Ubuntu container를 실행하면 OS를 ubuntu로 인식



Docker

개발자에게그냥코드만전달해준다면…

코드실행했는데에러가나요.

패키지설치가안되어있는데요?

실행에권한이필요한데요?

폰트가없다는데…

패키지가업데이트되면서 parameter가 바뀐 것같아요.

환경 변수가잘못설정된것같은데…

인코딩이달라요

아…�이거 다음에반영할게요



Docker

MAC

Ubuntu

코드 +�실행한 환경(container�image)를 같이 전달

동일한실행결과보장



Docker�Image

특정실행환경을 image라 합니다.

Image에는 OS,�환경 변수,�프로그램,�파일 등이포함됩니다.

사용할 image�만드는 방법

• Image�registry에서 좋은 image�찾아쓰기

• Base�image를 실행하고수동으로설정하기

• 내가원하는대로설정할 Dockerfile을 작성해서 build하기



Docker�Image

Image registry에서 찾기

• https://hub.docker.com/ 에서 원하는이미지검색

• 예시
• ubuntu에 R만 깔려있는이미지
• R과 Rstudio가 깔린 이미지
• R,�Rstudio 및 여러 패키지(tidyverse 등)가 설치된이미지
• 예전버전 R(3.5.0)이 깔린 이미지

https://hub.docker.com/


Docker�Image

Base�image에서 수동으로 설정하기

• https://hub.docker.com/ 에서 원하는이미지검색

1. Ubuntu만 깔린 base�image�다운로드

2. Ubuntu�container�실행하기

3. R�및 Rstudio,�필요한 패키지설치하기(수동)

4. 설치한 상태의 container를 새로운 image로 commit하기

다른사용자가해당 image에 대한자세한 description을 받기 힘들다

https://hub.docker.com/


Docker�Image

Dockerfile 작성해서 build하기

• https://hub.docker.com/ 에서 원하는이미지검색

1. Ubuntu만 깔린 base�image�다운로드

2. 프로그램(R,�Rstudio)�설치,�파일 추가,�환경 변수설정하는 Dockerfile 작성

3. Dockerfile을 build하여 새로운 image�생성

다른사용자도 Dockerfile을 읽고 해당 image에 대한정보를얻을수있음

https://hub.docker.com/


Dockerfile 예시



Kubernetes

Kubernetes�is�a�portable,�extensible,�open-source�platform
for�managing�containerized�workloads�and�services,
that�facilitates�both�declarative�configuration�and�automation.

여러 개의 containers를 자동으로관리하는 orchestration�tool

• 끝난프로세스종료

• 실패한프로세스복구,�재실행

• 사용자가설정해둔규칙에따라리소스자동분배

• 서비스상태에따라 flexible하고 기민하게변경

• Desired state만 설정하면알아서실행



Desired�State

Kubernetes는 ‘어떻게’를 고민할필요가없습니다.

원하는작업상태만알려주면방법은 kubernetes가 알아서찾습니다.

Manifest�작성하기

1. 어떤 리소스를얼마나사용하는지
2. 어떤 이미지를이용해컨테이너를만들것인지
3. 몇 개의 컨테이너를사용하는지
4. 어떤 명령을실행하는지
5. 주기적으로실행되는지,�일회성인지
6. 종속성이있는서비스는무엇인지
7. 에러가 났을때어떤식으로대응할것인지
8. 부하가커질때어떻게대응할것인지
9. 네트워크설정은어떤지등



Cronjob�등록하기

주기적으로 R로 된분석코드를실행하는 cronjob을 등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