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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WER OF SAS

“현재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위한 최고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SAS가 창조를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짐 굿나잇  Jim Goodnight
SAS 공동설립자 겸 CEO

포춘 500대 기업 가운데 상위 100대 기업의 96%가 사용하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AS는 1976년 설립 이래 40년 이상 꾸준한 매출 성장을  

지속하며 세계적인 비즈니스 분석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SAS는 전 세계 148개 

국의 83,000여 기업, 학교, 정부, 연구 기관이 가장 어려운 

비즈니스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도록 

지원합니다.

연 매출의 약 2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지속적인 혁신으로 

시장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SAS의 R&D 투자는 산업 평균(12.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전 세계 R&D 센터에서 2,000여 명의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분석 전문 

기업을 목표로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IDC에 따르면 SAS는 경쟁사의 2배에 달하는 30.5%의 

시장점유율로 고급 및 예측 분석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머신러닝, 스트리밍 분석, 데이터 과학 플랫폼, 

실시간 마케팅, 사기 탐지, 리스크 관리 등 30개 이상의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리더로 선정됐습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에서 가치를 창출합니다.

SAS는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처리(NLP) 등 인공지능 포트 

폴리오를 강화하고, 글로벌 IoT(사물인터넷) 전담 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고객이 고급 분석 기술을 이용해 더 빠르게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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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는 40년 이상  

분석의 혁신을 이끌어 왔습니다.

2017년 SAS는 30개 이상의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리더로 선정됐습니다.

148개국의 83,000여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58개국, 400여 지사에 14,0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합니다. 

주요 산업 분야에서 각 분야 포춘 500대 기업의 

100%가 SAS 솔루션을 활용합니다.

1976년 창립 이후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매출 32억4천만 달러(한화 약 3조5천억원)

연 매출의 26%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상업은행 •소매금융 •제약 •항공우주 제조 •전자상거래  

•건강 보험 •호텔 산업 •의료 기기 •외식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스트리밍 애널리틱스, 머신러닝,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실시간 마케팅, 데이터 통합, 데이터 품질, 사기 탐지, 리스크 관리, 리테일 분석

Continuous revenue growth since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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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nue Reinvested in R&D

SAS 산업 평균

1976년 이후 지속적인 매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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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CE  
ANYWHERE. ANYTIME. 

분석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치와 다름없습니다. 데이터에 분석을 

적용함으로써 더욱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와 분석을 토대로 기업은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고, 새로운 패턴을 

식별하고, 업무를 자동화하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가전제품, 웨어러블 피트니스 모니터, 자동차 

엔진, 로봇, 도로 센서 등 사실상 모든 곳에 

인텔리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계를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완하는데 도움을 

주는 파트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우리 주위 곳곳에 있습니다. 사물인터넷(IoT)과 

센서를 기반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인공지능(AI)은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여 업무를 자동화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혜택을 제공합니다. 

SAS는 광범위한 산업에서 분석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상점, 그리고 스마트 시티가 

인류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성차 업체와 협력해 미래의 자동차를 더욱 안전하게, 

운전자와 보다 효과적으로 상호 반응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무선 웨어러블 의료 기기의 생체측정 데이터를 

분석해 환자들이 가정에서 주치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SAS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제공해 

왔으며, 딥러닝,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예측 및 최적화와 

같은 최신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지속적인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사물인터넷(IoT)의 센서와 실시간 데이터 흐름에서 

전송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장분석기관 

IDC는 사물인터넷 분석 시장이 2020년까지 230억 달러 규모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oT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SAS는 새로운 IoT 전담 글로벌 사업부를 신설했습니다. IoT 

사업부는 R&D, 마케팅, 제품 관리, 구현 및 채널 영업을 

총망라한 부서로, 고객들이 IoT 투자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체 분석 라이프사이클을 모두 포함하는 강력한 IoT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제공하고, 지원합니다.

SAS IoT 사업부는 최고의 기술과 전문 역량을 갖추기 위해 

기존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7년에 SAS와 시스코는 시스코 

SAS 엣지-투-엔터프라이즈(Edge to Enterprise) IoT 분석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IoT 플랫폼을 처음부터 

다시 구축할 필요가 없도록 IoT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했습니다.

신규 IoT 사업부의 핵심 기술은 고속으로 이동하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SAS 이벤트 스트림 

프로세싱(SAS® Event Stream Processing)입니다. 고객은 

SAS IoT 분석 솔루션을 이용해 대역폭과 스토리지 비용은 

절감하고, 확신 있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분석 라이프사이클은 데이터로부터 인텔리전스와 가치를 

도출하는 전 과정으로, SAS는 이 분야에서 한결같이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나 데이터에 접근하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를 

시각화해서 공유하고, 운영 환경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SAS 플랫폼이 없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SAS 플랫폼은 전체 분석 라이프사이클을 지원하기 때문에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보다 쉽게 창출하고 성장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AS 소프트웨어는 사용하는 제품에 

관계 없이 모든 유형의 데이터에서 인텔리전스와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SAS® Viya®를 이용해 플랫폼을 

개선하고, SAS 분석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분석 중심의 

조직은 더욱 많은 역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SAS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역량을 구현해주는 머신러닝, 

딥러닝,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예측 및 최적화와 같은 

인공지능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고객이 인공지능 솔루션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 분석의 혁신(Analytics Innovation) 

사물인터넷 인텔리전스 전체 분석 라이프사이클을 통한  
인텔리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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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터머 인텔리전스(CI)

SAS는 가트너, 포레스터 등 시장조사기관으로부터 실시간 인터랙션 관리(RTIM), 디지털 마케팅 분석 등 마케팅 분야의 리더로 

인정받았습니다. 기업은 SAS 솔루션으로 고객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려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측 분석,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 고급 분석을 기반으로 적시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안함으로써 고객의 브랜드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SAS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으로 통합 마케팅 인프라 환경 

‘하나캠프 시스템 2.0’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수집되는 고객 및 상품 데이터를 통합하고 자동화된 마케팅 

성과 분석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머신러닝 기술을 포함한 고급 

상품 추천 로직을 적용해 고객관계관리(CRM) 캠페인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광범위한 마케팅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마케팅 데이터 마트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타깃 마케팅을 강화하고 

캠페인 효율성을 크게 높여 4개월만에 상품 예약률이 20~30%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kt wiz는 국내 프로 스포츠 구단 최초로 SAS 비주얼 

애널리틱스를 도입해 체계적인 고객 밀착형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통계 분석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마케터도 현업에서 캠페인과 프로모션의 결과를 

다차원으로 분석하고, 관중의 동원 및 이탈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시각적이고 직관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kt wiz는 한층 더 체계적인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재방문율과 캠페인 효과를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향후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더욱 고도화해 예측 기반의 마케팅 및 

서비스 기획으로까지 확대 활용할 방침입니다.

고급 분석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SAS는 최첨단 혁신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데이터 마이닝, 통계 분석, 예측, 텍스트 분석, 최적화 및 시뮬레이션 등 폭넓고 깊이 

있는 고급 분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AS는 고급 및 예측 분석 시장의 리더로서 2017년 2위 기업보다 2배 이상 높은 30.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SAS는 IDC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1997년부터 꾸준히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SAS® Viya® 기반의 SAS 비주얼 데이터 마이닝 앤드 

머신러닝을 활용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2,200만 개인, 소호(SOHO), 기업 고객의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고객별 상품 추천, 이탈 가망도에 따른  

고객 관리, 소호 고객 발굴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별 데이터를 시각화해 대면 및 비대면  

채널 이용, 소비, 기업 여신 현황 등 다양한 빅데이터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시스템적으로도 데이터 분석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하둡(Hadoop) 기반의 전사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개발하는 등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기업입니다.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셀트리온은 SAS 애널리틱스 솔루션을 도입, 

국제임상데이터 교환표준컨소시엄(CDISC) 표준을 지원하는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FDA 등 허가 기관에서 권고하는 임상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각종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임상 데이터의 추출·변환·분석 

업무를 효율화하고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싸이스포츠(SciSports)는 네덜란드 스포츠 데이터 분석 기업으로 SAS와 함께 

유럽과 브라질의 축구 클럽에 인공지능(AI)과 고급 3D 이미지 처리 기술을 

지원합니다. 경기장 내 14대의 카메라로 선수와 공의 모든 움직임을 촬영하고,  

SAS® Viya® 기반 SAS 이벤트 스트림 프로세싱의 딥러닝 모델은 실시간으로  

3D 이미지를 인식하고 추론합니다. 이때 딥러닝 알고리즘은 클라우드 인-메모리는 

물론 카메라 메모리 내에서 실시간으로 학습하며 작업 성과를 향상시킵니다.  

이 기술로 패스 정밀도, 방향, 속도, 강도 등 다양한 정보를 생성함으로써 과학적 

의사결정에 기반해 현장 경기와 훈련 체계를 조정하고 유망 선수를 발탁하는 등 

스포츠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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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이 방대하고 다양해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합, 정제, 거버넌스 역량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관리는 SAS 플랫폼의 핵심 요소로 IT와 비즈니스 

부서가 협업해 신속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은 한층 더 향상된 첨단 데이터 관리 

기능으로 빅데이터를 더 큰 비즈니스 기회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사기방지 및 보안 인텔리전스

SAS는 사기방지 관리, 자금세탁방지(AML), 공공 안전, 

사이버 보안 등 업계에서 가장 폭넓고 깊이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하이브리드 분석, 지능형 케이스 관리, 

스마트 자동화 등을 통해 감시 및 탐지의 속도와 정확성, 

조사 프로세스의 유연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포레스터, 차티스 등 시장조사기관은 SAS를 사기방지 분석 

분야의 리더로 선정하고, 오래 전부터 사기방지에 적용해온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핵심 차별화 요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100대 은행 중 99곳이 SAS 분석 솔루션을 활용해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SAS는 기업이 IFRS 9/IFRS 17/CECL, 

유럽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급변하는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비즈니스에 가치를 더하는 

모델과 분석을 효율적으로 조정, 관리하도록 지원합니다.

현대해상은 SAS 보험 사기방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내 

손해보험사 최초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DS)을 구축하고, 

손해보험협회 주관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업계 1위 

실적을 달성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올려왔습니다. 이후 빠르게 

지능화, 조직화되는 지능형 보험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후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 후에도 사기를 추가 적발함으로써  

자동차, 장기·일반 보험 손해율을 개선하고,  

더욱 건전한 보험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넷츠(Nets)는 유럽 2대 온라인 결제 처리 기업으로 SAS 

사기방지 관리 솔루션을 도입해 실시간 사기 탐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250개 은행, 35만 무역상, 1,900만 

카드 소유자를 지능화되는 카드 도용 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손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 

모델로 거래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100% 실시간으로 점수를 

매기고 사기 리스크를 정확히 평가합니다. 이로써 사기 

탐지율을 50% 높이고, 사기를 50~70% 줄였습니다. 또한 

오탐지율을 절반으로 낮춰 불필요한 계좌 동결을 방지하고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데이터 관리(Data Management)

GE 운송(GE Transportation)은 SAS® Viya® 기반의 SAS 이벤트 스트림 

프로세싱 솔루션을 활용해 1,000개 이상의 기관차로부터 사물인터넷(IoT)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운행 전반을 최적화했습니다. GE 운송의 기관차에는 

초당 십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생성하는 수백 개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SAS는 스트리밍 엣지 분석으로 이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 정상적인 운행 패턴을 찾아내 비용 손실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나아가 역내 및 운영 센터 전반을 

효율화함으로써 기관차 수명 연장 및 속도 향상, 연료 소비 감소,  

배출량 감소, 운영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코오롱베니트는 SAS 애셋 퍼포먼스 애널리틱스 솔루션으로 

제조업 설비 장애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설비 운영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전체 설비의 소음, 진동, 온도, 전류, 속도 등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적재해 장애 예측 모델을 생성하고, 설비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때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자동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체 

생산 라인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초 단위 이하로 

수집되는 설비 가동 상태의 패턴과 연관성을 파악해 성능 저하의 

원인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오롱베니트는 SAS 스마트팩토리 분석 솔루션으로 

코오롱그룹 전반의 인더스트리 4.0을 지원하는 코오롱 통합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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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 
Demand Planning

Results as a Service (RaaS)

SAS® Enterprise Miner™ SAS® Regulatory Risk Management

SAS® Forecast Analyst Workbench

SAS® Collaborative Planning Workbench

SAS® Production Quality Analytics

SAS® Risk and Finance Workbench

SAS® Asset Performance Analytics

SAS® Credit Scoring

SAS® Model Risk Management

SAS® Expected Credit Loss

SAS® Regulatory Risk Management

SAS® Governance and Compliance Manager

SAS® Capital Planning and Management

SAS® Visual Data Mining and Machine Learning SAS® Risk and Finance Workbench

SAS® Inventory Optimization Workbench

SAS® Model Implementation Platform

SAS® Field Quality Analytics

SAS® Model Risk Management

SAS® Firmwide Risk for Solvency II

SAS® Governance and Compliance Manager

SAS® Market Risk Management for Insurance

SAS® Regulatory Content for IFRS 17

SAS® Underwriting Risk Management for Insurance

SAS® Risk Management for Banking

SAS® Factory Miner SAS® Model Manager 

SAS/IML®

SAS® Econometrics 

SAS® Visual Text Analytics

SAS/OR®

SAS/OR®

SAS® Enterprise Guide®

SAS® Customer Intelligence 360

SAS/ACCESS®

SAS® Detection and Investigation

SAS® Anti-Money Laundering

SAS®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Management

SAS® Cybersecurity

SAS® Visual Investigator

SAS® Fraud Management

SAS® Customer Due Diligence

SAS® for Procurement Integrity

SAS® Enterprise Case Management

SAS® Visual Analytics

SAS® Visual Analytics

SAS® Visual Analytics

SAS® Office Analytics

SAS/ETS® 

SAS® Forecast Server

SAS® Contextual Analysis

SAS® Optimization

SAS® Optimization

SAS/QC®

SAS® Forecasting for Desktop

SAS® Sentiment Analysis 

SAS® Simulation Studio

SAS® Simulation Studio

SAS® Visual Analytics

SAS® Marketing Automation

SAS® Federation Server

SAS® Customer Link Analytics

SAS® In-Database Technologies

SAS® Data Loader for Hadoop

SAS® Data Management

SAS® Real-Time Decision Manager

SAS® Data Loader for Hadoop

SAS Master Data Management

SAS® Customer Intelligence 360

SAS® Data Quality

SAS® Customer Intelligence 360

SAS® Data Preparation

SAS® Data Governance

SAS® Event Stream Processing

SAS® Marketing Optimization

SAS® Intelligent Advertising for Publishers

SAS® Visual Statistics

SAS/STAT®

SAS® Visual Forecasting

SAS® Visual Text Analytics

SAS® In-Memory Statistics

Data Mining

Statistical Analysis

Forecasting

Text Analytics

Optimization & Simulation

Easy Analytics

Analytical Marketing

Customer Journey 
Optimization

Real-Time Customer 
Experience

SAS® Data Preparation
SAS® Decision Manager
SAS® Detection and Investigation
SAS® Detection and Investigation for Banking
SAS® Detection and Investigation for Government
SAS® Detection and Investigation for Health Care
SAS® Detection and Investigation for Insurance
SAS® Econometrics
SAS® Event Stream Processing
SAS®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Management
SAS® Model Manager
SAS® Optimization
SAS® Visual Analytics
SAS® Visual Data Mining and Machine Learning
SAS® Visual Forecasting
SAS® Visual Investigator
SAS® Visual Statistics
SAS® Visual Text Analytics

Cloud 
Analytics

Supply Chain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ud & 
Security 
Intelligence

Data 
Management

Customer 
Intelligence

Easy Analytics

Visual Data Exploration

Interactive Reporting & 
Dashboards

Mobile BI

Collaboration

Business 
Intelligence  
& Analytics

Advanced 
Analytics

Data Governance & MDM

Event Stream Processing

Data Integration & Access

Data Quality

Data Preparation

Fraud & Improper Payments

AML/CFT Compliance

Cybersecurity

Investigations

Public Security

Regulatory Risk Management

Capital Planning

Credit Risk Management

Governance &  
Compliance

Insurance Risk Management

Software as a Service (SaaS) 

Hosted Managed Services (HMS)

Remote Managed Software and Services (RMSS)

Managed Analytic Services Providers (MASPs)

Product & 
Process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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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인정받는 SAS의 기업 문화는 혁신과 고객 만족의 원동력입니다.

SAS는 포춘의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20년간 꾸준히 선정되었습니다. SAS가 고객의 

비즈니스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신뢰할 수 있는 조언가를 갖추게 된 비결은 

높은 직원 만족도와 낮은 이직률 덕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채용 및 트레이닝에 소요되는 비용도 

수백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380만 kWh

2,000톤

SAS가 실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내일을 오늘의 우선 순위에 둡니다.

태양광 시스템의 발전량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량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 SAS:
SAS는 기업 문화와 사회 기여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SAS는 차세대 혁신가를 양성하기 위한 STEM 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SAS는 학생, 교사, 연구원 등을 위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분석 소프트웨어와 교육 자원을 지원합니다. 최근 3년간 

6만 명 이상이 무료 소프트웨어 ‘SAS 유니버시티 에디션(SAS University Edition)’ 한글 버전을 활용했습니다. SAS는 전 세계 

대학교와 협력해 분석 관련 학사 및 석사 학위 70개를 개발했으며, 170개 이상의 공동 자격 인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단국대학교가 최초로 도입해 통계 분석가 및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SAS는 혁신을 넘어
직원 복지, 환경 친화적 실천, 교육에 대한 환원  

세 가지에 전념해왔습니다.”

젠 맨  Jenn Mann
최고 인사 담당자 (Chief Human Resources Officer)

SAS는 애널리틱스 기술력 격차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 SAS를 통해 생성된  

애널리틱스 마스터 프로그램

73개

애널리틱스 교육 및 학습을 위한  

무료 SAS 다운로드/등록

145만 건
전 세계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애널리틱스 인증 프로그램

171개

SAS를 사용하고 있는 교육 기관

3,000곳 이상

SAS코리아는 2002년부터 국내 대표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SAS 분석 챔피언십’은 차세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의 공모전입니다. 행정안전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LG유플러스, 코웨이 등과 함께 정교한 분석 주제, 고품질의 데이터, 전문 심사 과정을 제공해 실질적인 

분석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모전입니다. 2018년까지 2,000여 팀이 참가했으며, 애널리틱스 이코노미 시대를 이끌어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SAS는 데이터에서 ‘숫자’가 아닌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가능성’을 봅니다.

SAS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빈곤, 건강, 인권, 교육, 환경과 관련된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포 굿(Data for Good)’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의료 과실 및 약물 중독 방지, 아동 학대 예방, 멸종 위기 동물 보호 등 SAS의 분석 솔루션은 데이터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SAS는 2017년 포춘의 ‘세상을 바꾸는 기업(Change 

the World)’과 피플 매거진의 ‘배려하는 기업(Companies That Care)’에 

선정됐습니다.

69개국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지성 
크라우드소싱 앱 GatherIQ를 
다운받아 세계 곳곳에서 데이터를  
좋은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환경 | 세계자연기금(World Wildlife Fund)은 SAS 데이터 관리와 

분석 기술을 활용해 기부를 확대하고, 미래 환경 보호 활동가를 

육성합니다.

동물 | 와일드트랙(WildTrack)은 SAS 인공지능 기술로 멸종 

위기 동물의 발자국을 분석해 수와 분포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보호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아동 | 보스턴 공립 학교(BPS)는 SAS 분석 기술로 통학 버스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학생들의 안전, 비용 절감, 지역 교통량 

및 대기 질 개선 등 유익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해 | 국제이주기구(IOM)는 SAS 데이터 시각화 기술을 기반 

으로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등 태풍과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국가들의 재해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의료 | 프로젝트 데이터 스피어(Project Data Sphere)는 SAS 

솔루션으로 전 세계 연구원이 암 환자 및 임상 시험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지식을 공유하는 연구 플랫폼을 운영하고 

암 치료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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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 데이터의 가치를 이끌어내는 기업  

SAS코리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장의 리더

국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시장 점유율 1위의 리더로서  

공고히 자리매김 했습니다. *(IDC, 2017)

1990년 설립된 SAS코리아는 과학적 의사결정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국내 데이터 분석 시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약 145명의 직원과 한국 R&D 센터 전문 인력은 본사와 긴밀히 협력하며 기업이 

최신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에 입각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내 주요 기업, 정부 기관, 학교 등 500여 고객의 비즈니스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SAS 솔루션은 금융, 통신, 제조, 건설, 리테일, 공공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며 그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삼성SDS, LG CNS, 코오롱베니트, 

클라우데라, 호튼웍스 등 산업별 선두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고객의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Korea Business Intelligence and Analytic Tools Revenue by Vendor (IDC, 2017)

인류 발전의 중심에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또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답을 구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SAS의 호기심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SAS는 항상 탐구하고 

발견하며 혁신과 분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존보다 더 나은 것, 또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발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은 우리가 중대한 비즈니스 이슈는 물론 

자연재해, 약물 남용, 자살 방지, 아동 복지와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왔습니다. 

SAS가 창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늘의 가장 중대한 과제를 

내일의 최고 의사결정으로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SAS는 고객이 데이터에서 인텔리전스를 도출하고 차별화를 

실현하는데 일조해왔습니다. SAS의 임무는 가장 신뢰받는 분석으로 

고객의 역량을 강화하고 영감을 주는 한편, 고객의 호기심을 충족하고 

더욱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SAS의 목표는 보다 많은 사람들과 보다 많은 조직에서 강력한 분석을 

일상에서 쉽게 사용함으로써 세상의 진보를 이끄는 과감한 발견과 

아이디어를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SAS는 모든 사람들이 SAS® 

애널리틱스 솔루션을 이용해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데이터 세상’을 ‘인텔리전스 세상’으로 변화시키는데 SAS가 

앞장서겠습니다.

“SAS가 비교를 불허하는 애널리틱스 전문성과 비즈니스 
솔루션 기업으로 국내외에서 선택 받고 있는 이유는  
고객의 비즈니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꾸준히 혁신하며 고객과 함께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병준
SAS코리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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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쌔스소프트웨어(유)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8 플래티넘 타워 2~3층

대표전화 02. 2191. 7000
고객 서비스 센터 02. 2191. 7200
JMP 제품 문의 02. 2191. 7117
SAS 교육 문의 02. 2191. 7002

SAS 및 기타 모든 SAS Institute Inc.의 제품 또는 서비스명은 미국 및 다른 국가에 있는 SAS Institute Inc.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은 미국에 등록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 밖의 상표 및 제품명은 해당 기업의 등록 상표일 수 있습니다. CopyrightⒸ2018, SAS Institute Inc. All rights reserved. 

홈페이지 www.sas.com/korea
블로그 www.blogsaskorea.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saskorea
SAS 사용자 커뮤니티 www.mysas.co.kr

www.mysa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