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CoLab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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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에서 미분이 응용되는 방법

섹션 1

시작하기
Google CoLab이란?

Colaboratory는 설치가 필요 없고 완전히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무료 Jupyter
노트북 환경입니다. Colaboratory를 사용하면 브라우저를 통해 무료로 코드를 작
성 및 실행하고, 분석을 저장 및 공유하며, 강력한 컴퓨팅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습
니다. (구글 개발자 소개 글)

소개 Utube
https://youtu.be/inN8seMm7UI

Tensorflow 프로그래밍 개념
텐서플로우는 데이터 흐름 그래프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이
다. 구글 브레인 팀에서 개발을 하였고 지금 머신러닝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
텐서는 여러 차원의 배열의 형태를 한 숫자값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텐서의
rank는 차원의 수이다. 텐서플로우를 사용하면 차원 수가 아주 높은 텐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저차원 텐서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작
업하게 됩니다.: *스칼라는 0-d 배열(0번째 텐서)입니다. 예: \'Howdy\' 또는 5 *벡
터는 1-d 배열(1번째 텐서)입니다. 예: [2, 3, 5, 7, 11] 또는 [5] *행렬은 2-d 배열
(2번째 텐서)입니다. 예: [[3.1, 8.2, 5.9][4.3, -2.7, 6.5]]

TensorFlow 프로그래밍 과정 (구글 코랩 개발자 글)
텐서플로우 연산은 텐서를 만들고 없애고 조작합니다. 일반적인 텐서플로우 프로그
램에서 대부분의 코드 행은 연산입니다.
텐서플로우 그래프(또는 산출 그래프나 데이터플로 그래프)는 그래프 데이터 구조
입니다. 많은 텐서플로우 프로그램은 하나의 그래프로 구성되어 있지만, 텐서플로우
프로그램은 여러 그래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의 노드는 연산이고; 그래프
의 엣지는 텐서입니다. 텐서는 그래프를 따라 흐르고, 각 노드에서 연산에 의해 조작
됩니다. 한 연산의 출력 텐서는 보통 다음 연산의 입력 텐서가 됩니다. 텐서플로우는
레이지 실행 모델을 구현하는데, 이는 연결된 노드의 필요에 따라 필요할 때만 노드
가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텐서는 그래프에서 상수 또는 변수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상수는
값이 변하지 않는 텐서를 가지고, 변수는 값이 변할 수 있는 텐서를 가집니다. 하지
만 한 가지 예상하지 못한 점은, 상수와 변수가 그래프에서 또 다른 연산이라는 것입
니다. 상수는 항상 같은 텐서 값을 반환하는 연산이고, 변수는 할당된 텐서를 반환합
니다.
상수를 정의하려면 tf.constant 연산자를 사용하여 그 값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x = tf.constant([5.2])
유사하게 다음과 같은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y = tf.Variable([5])
또는 변수를 먼저 만든 다음, 다음과 같은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항상 기
본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y = tf.Variable([0])
y = y.assig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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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수 또는 변수를 정의하면 이를 tf.add와 같은 연산과 병합할 수 있습니다.
tf.add 연산을 평가할 때 tf.constant 또는 tf.Variable 연산을 호출하여 값을 얻은
다음 그 값의 합으로 새 텐서를 반환합니다.
그래프는 반드시 텐서플로우 세션 내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세션은 다음을 실행하
는 그래프의 상태를 가집니다.

2) 구글 Colaboratory 설치하기
+ 세로만들기 => 더보기,
눌러

가 없다면 “+연결할 앱 더보기”를
을 연굘한다.

with tf.Session() as sess:
initialization = tf.global_variables_initializer()
print(y.eval())
tf.Variable을 사용할 때 위에서와 같이 세션 시작 시
tf.global_variables_initializer를 호출하여 명시적으로 초기화해야 합니다.

설치하기
1) 구글 드라이브 설치하기
준비 사항 : 구글 계정 만들기, 크롬 Chrome 설치하기
크롬을 시작하면 우측 상단부분
누르면 구글 엡들이 리스트 되고
드라이브)가 나타난다. 이를 클릭하면 구글 드라이브로 나타난다.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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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글 Colaboratory 시작
을 선택하여 시작하면 Untitled.ipynb (주피터 노트북 확장
자와 동일) 이름으로 시작한다. 이름 부분을 눌러 원하는 파일 이름으로 변경 가능

GPU가속 컴퓨팅은 그래픽 처리 장치(GPU)와 CPU를 함께 이용하여 과학, 분석, 공학,
소비자 및 기업 애플리케이션의 처리속도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NVIDIA에 의해
2007년도에 개척된 GPU 가속은 현재 전세계 정부 산하의 연구소, 대학교, 대기업 및 중
소기업의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센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GPU는 자동차부터 휴대폰,
태블릿, 드론 및 로봇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플랫폼상의 애플리케이션을 가속합니다.

import tensorflow as tf
tf.test.gpu_device_name()
코드 입력 창에 위 코드를 입력하고
창에

눌러 혹은 (ctrl+Enter 키) 실행하면 결과

이 나타나면 GPU 설정이 완료된다.

4) GPU 사용설정

5) 구글 계정과 연동하기
코드 입력창에 입력하면 결과 창에 인증 코드 제공 링크가 나타나고 이를 클릭하여
연결하면 (인증 코드 복사 창)이 나타난다.
!apt-get install -y -qq software-properties-common python-software-properties module-init-tools
!add-apt-repository -y ppa:alessandro-strada/ppa 2>&1 > /dev/null
!apt-get update -qq 2>&1 > /dev/null
!apt-get -y install -qq google-drive-ocamlfuse fuse
from google.colab import auth
auth.authenticate_user()
from oauth2client.client import GoogleCredentials
creds = GoogleCredentials.get_application_default()
import getpass
!google-drive-ocamlfuse -headless -id={creds.client_id} -secret={creds.client_secret} < /dev/null 2>&1 |
grep URL
vcode = getpass.getpass()
!echo {vcode} | google-drive-ocamlfuse -headless -id={creds.client_id} -secret={creds.client_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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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보기

코드 창
에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하면 결과 창
에 결과가 나타난다. 오류가
있는 경우 상세 내용과 함께 해결 방안(open example)이 제시된다.

인증코드 복사 창에서 코드 복사 부분(

)을 눌러 인증 코드를 복사하고 결과 창에

복사한다.
프로그램을 계속하기 위하여 코드 창이 필요하면
된다. 코멘트 문 혹은 텍스트 문서 작성은

혹은

를 누르면

을 선책하면 된다.

인증이 완료되면 아래 내용이 결과 창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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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

R 사용하기

이미 전 코드 창에서 %%R로 실행했더라도 매번 코드 창에서 %%R 사용하
지 않으면 R 코드로 인식하지 못한다.

개념
Colaboratory는 주피터 노트북 환경을 재현하여 Python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R의 사용도 가능하다.

Activate R : CoLAB 환경에서 R 활성화
# activate R magic
import rpy2
%load_ext rpy2.ipython

코드 창마다 %%R로 시작해야 한다.
%%R
x <- c("apples", "oranges", "bananas", "strawberries")
for (i in 1:4) { print(x[i])}

모든 R 코드는 %%R로 시작한다.
%%R
secret<-sample(c(1:10),1)
print(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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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3

구글드라이브 파일 사용
외부 파일 불러오기

R 이용
%%R
smsa<-read.csv('http://203.247.53.31/Stat_Notes/adv_stat/LinearModel/
data/SMSA.csv')
head(smsa)

http://wolfpack.hnu.ac.kr/Stat_Notes/adv_stat/LinearModel/data/SMSA.csv

파이썬 pandas 이용
import pandas as pd

물론 먼저 아래와 같이 R을 사용 설정해야 한다.

url='http://203.247.53.31/Stat_Notes/adv_stat/LinearModel/data/SMSA.csv'

smsa=pd.read_csv(url)
smsa.hea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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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온 파일 어디에 있나?
1) 왼쪽 위의

클릭하면 펼쳐지면 다음이 나타난다.

내 구글 드라이브 CoLab 연동하기
구글 드라이브의 내 파일은 My Drive

에 있음.

2) 목차, 스니펫, 파일 3개 메뉴가 나타난다. 파일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다.
sample_data에는 예제 데이터가 있다.

구글 드라이브 마운팅(연결하기)
3)

을 눌러 위 폴더로 올라가 보자. 여기는 가상 디렉터리이지 내 구글 드라
이브 폴더가 아님.

from google.colab import drive
drive.mount('/content/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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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를 실행하면 본인 구글 드라이브인지 인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내 구글 드라이브 파일 불러오기 및 저장하기
폴더 위치 파악하기
구글 코랩 현재 폴더를 확인한다.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
브가 연결되었음 mounted 보여진다.

폴더에 본인 구글 드라이

사용할 데이터 파일이 있는 곳으로 cd 커맨드 사용하여 폴더 변경한다

확인해 보자. mounted 되기 전까지 없던
폴더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내 구글 드라이브 파일들이 mounted 되었다. [완료]

폴더 변경 결과 /content/drive/My Drive 폴더에 데이터가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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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드라이브 파일 파이썬, R로 불러오기

파일 구글 드라이브에 파이썬(R) 만든 파일 저장하기

파일 이름을 폴더 이름과 함께 적어주면 된다.

파이썬

R 활용
My Drive 폴더에 파이썬에서 만든 파일 데이터를 저장하면 된다.

pandas 데이터프레임
smsa_colab
csv 데이터로 구글 드라이브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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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4

CoLab 장점
구글 드라이브 계정만 있으면 어디서나 사용 가능

필요한 모듈은 어떻게 설치하나?
대부분의 모듈은 구글 코랩을 시작하면 가상 디렉터리에 존재한다. 대부분이지 모두
는 아니다.

주가 데이터 관련 모듈

설치가 필요하다는 오류

내 구글 드라이브 계정에 CoLab을 한 번만 설치하면 인터넷이 되는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

파이썬, R 모두 사용 가능하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ryp2 모듈 불러들이면 된다. 물론 R 코드 사용하는 경우에는
%%R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pip 이용하여 관련 모듈을 설치한다. -> 위의 프로그램 정상 실행됨

[물론 동일 프로그램에서도 R에서 만든 데이터, 오브젝트는 파이썬에서 사용하
지 못한다.]
•

구글 colab에서 만들어진 요약 통계량 데이터는 엑셀 파일로 본인의 구글 드
라이브에 저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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