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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 활용 관련 FAQ] 
 

[SAS 활용 - 일반] 

 

1> SAS 사용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SAS 사용시 발생한 오류 및 SAS 관련 제품의 문서: https://support.sas.com 

SAS 제품과 관련된 문서 : https://support.sas.com >> Product resources >> Brows all Products 

                         https://support.sas.com >> Documentation >> Brows all Products 

SAS Sample 및 SAS 관련 Note:  https://support.sas.com/en/knowledge-base.html  

 https://support.sas.com >> Knowledge Base 

 

FAQ 페이지 

         www.sas.com/korea >> 메뉴 >> 지원 서비스 >> 국내 고객지원  

   

SAS 설치관련 FAQ : https://www.sas.com/ko_kr/support/customer_faq.html#support-tab02 

SAS 갱신관련 FAQ : https://www.sas.com/ko_kr/support/customer_faq.html#support-tab03  

SAS 이용관련 FAQ : https://www.sas.com/ko_kr/support/customer_faq.html#support-tab04  

 

SAS 사용자 커뮤니티 : https://communities.sas.com/t5/SAS-Korea/ct-p/korea  

https://communities.sas.com/ >> Regional > SAS Korea   

                       

 

2> 계약된 제품 확인방법과 해당 모듈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SAS 를 실행 후 확장편집기에 아래 문장을 실행하시면 로그창에 라이선스 계약 여부와 설치된 

모듈에 대한 내역이 출력됩니다. 

 

   /*계약된 제품 내용 표시*/ 

   proc setinit noalias; 

     run;  

 /*설치된 제품 내용 표시*/ 

proc product_status; 

   run; 

 

 

https://support.sas.com/
https://support.sas.com/
https://support.sas.com/
https://support.sas.com/en/knowledge-base.html
https://support.sas.com/
http://www.sas.com/korea
https://www.sas.com/ko_kr/support/customer_faq.html#support-tab02
https://www.sas.com/ko_kr/support/customer_faq.html#support-tab03
https://www.sas.com/ko_kr/support/customer_faq.html#support-tab04
https://communities.sas.com/t5/SAS-Korea/ct-p/korea
https://communities.s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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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자변수를 double quotes 붙여서 내보내는 방법. 

 

quote 함수를 사용하여 변수에 따옴표를 씌운 후, text 파일로 내보내기 하시기 바랍니다. 

quote 함수는 변수의 자리수만큼 따옴표를 씌우게 되고, 공백을 없애고 싶은 경우, 

compress 함수를 활용하여 작업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data one; 

      set sashelp.class; 

      a=quote(name); 

      b=compress(quote(name)); 

run; 

 

 

4> SAS 프로그램에서 도구>옵션>우선설정>결과>html 생성, 기능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해당 오류는 HTML 파일을 display 하기 위한 Remote browser 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

상입니다. 따라서 팝업 창에 나타나는 URL 을 이용하여 Remote Browser 설치를 진행하시거나, 또는 

아래와 같은 옵션 문을 적용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options helpbrowser=sas; 

 

해당 옵션 문을 사용하시면 Remote Browser Server 를 사용하지 않고 SAS 내에서 HTML 파일로 결

과물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URL]: http://support.sas.com/kb/34/036.html 

 

만약, 옵션을 기본으로 설정해 놓고자 하신다면, 한글 SAS 를 사용하시는 경우, 아래 경로의 

sasv9.cfg 파일을 메모장에서 open 

 

1) [SAS 9.3 (한국어)] 

C:\Program Files <SAS 가 설치된 경로>\SASHome\SASFoundation\9.3\nls\ko\sasv9.cfg 

  [SAS 9.4 (한국어)] 

C:\Program Files <SAS 가 설치된 경로>\SASHome\SASFoundation\9.4\nls\ko\sasv9.cfg 

 

2) 가장 상단부분에 아래의 옵션을 추가하여 저장하신 뒤 SAS 를 다시 실행시켜서 확인해 보시면 됩

니다. 

  -helpbrowser sas 

 

 

http://support.sas.com/kb/34/0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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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AS Foundation 을 구동시키면 출력문 및 로그의 글씨가 깨집니다. 

 

폰트를 굴림에 size 를 10 으로 하신 후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도구> 옵션> 글꼴에서 굴림체로 변경 (출력창 활성화된 상태에서) 

2. 도구> 옵션> 우선설정에서 [끝낼 때 설정 내용 저장]을 체크 

   (지정한 폰트에 대해서 향후 SAS 재기동시에도 적용됨) 

 

 

6> "ERROR: 프로시저 ‘GLM’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GLM 뿐만 아니라  간혹 

특정 프로시저 사용 중 분명히 존재하는 프로시저인데도 실행이 되질 않습니다.  

 

위와 같이 “프로시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에러 메시지는 해당 component 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위 예제와 같이 PROC GLM 은 SAS/STAT 의 프로시저로써 라이선스 계약 여

부를 확인하신 후에 추가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라이선스 계약 확인 방법] 

SAS 실행 후 확장편집기에 아래 문장을 입력 후 실행 >> 로그에 출력된 라이선스 내용 확인 

proc setinit noalias; 

run; 

 

해당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작 > cmd 입력 후 엔터 

2. SAS 설치 이미지가 위치한 경로로 이동 

  예) cd C:\SAS Software Depot 

  CD 로 설치하는 경우(E 드라이브)> cd /D E:\SAS Software Depot 

3. 이동 후, 옵션문 추가하여 setup.exe 실행 

setup.exe –nosasupdate 

4. 설치할 제품 목록 중, SAS Foundation 선택 ➔ SAS/STAT(그 외 SAS/ETS, SAS/OR 등) 선택 

5. 설치 완료 후, 엑셀 파일 가져오기/내보내기 작업으로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 

 

 

7> SAS 9.3 이상을 설치 후 프로그램을 실행했더니, SAS 9.2 와는 다르게 Result Viewer 형태로 출력됩니

다. 이전 버전과 동일한 형식으로 출력하려면 어떻게 변경해야 하나요?  

 

SAS 9.3 이상은 기본 출력형태가 html 형식입니다. 이 세팅을 리스트형식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아

래 절차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도구 → 우선 설정 → 결과 탭 클릭 → ‘HTML 생성’ 체크 해제, ‘리스트 생성’ 체크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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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AS 에서 Excel 파일 불러오기/내보내기 작업 진행 시, “ERROR: Connect: 클래스가 등록되지 않았습니

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상세내용] 

ERROR: Connect: 클래스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ERROR: LIBNAME 문장에 오류가 있습니다. 

 

 

문의주신 오류는 64bit SAS 와 32bit Excel 간의 호환성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택하여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1. SAS Program 활용방법  

SAS9.3 TSIM2 버전부터는 dbms 를 xlsx 로 지정하여 EXCEL 2007, 2010 문서를 불러오기/내보내기 작

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제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작업해주시기 바랍니다. 

(xls 파일인 경우, dbms=xls 로 지정) 

 

 PROC EXPORT data=sashelp.class outfile="c:\temp\example.xlsx"  

dbms=xlsx  

replace; 

sheet="mysheet"; 

newfile=yes; 

RUN; 

 

PROC IMPORT OUT= WORK.AA  

DATAFILE= "C:\temp\example.xlsx"  

DBMS=XLSX REPLACE; 

ETNAMES=YES; 

 RUN; 

 

[SAS PC Files server 설치 방법] 

1. 시작 > cmd > 상위 cmd.exe 오른쪽 클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2. SAS 설치 이미지가 위치한 경로로 이동 

          예) cd C:\SAS Software Depot 

  CD 로 설치하는 경우(E 드라이브)> cd /D E:\SAS Software Depot 

3. 이동 후, 옵션문 추가하여 setup.exe 실행 

              Setup.exe –nosasupdate -allselectable 

4. SAS 소프트웨어 설치 클릭 후 다음 > 추가 소프트웨어 설치 클릭 후 다음 

5. 설치할 제품 선택 부분에서 ‘SAS PC Files Server’를 선택 후 설치 진행 

   (없는 경우, SAS Foundation 클릭 후 다음화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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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치 완료 후, 정상적으로 실행 되는지 확인 

 

** SAS PC File Server 설치 후 데이터 가져오기를 실행하실 경우, data source 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SAS PC Files server 사용 가이드]  

[참고 URL2] http://support.sas.com/kb/43/802.html 

[참고 URL3] http://support.sas.com/kb/44/197.html 

 

참고로 코딩으로 작업할 경우 dbms=excelcs 로 지정해주셔야 합니다. 

예) 

PROC IMPORT DBMS=EXCELCS   

    OUT=work.fs  

     DATAFILE='D:\user\CSR\data\data.xls' REPLACE; 

    SHEET='fs$'; 

RUN; 

 

PROC EXPORT DATA= SASHELP.Class 

     OUTFILE= "c:\temp\class2.xls"  

     DBMS=EXCELCS REPLACE;  

RUN; 

 

단, PC Files server 를 사용하시면 파일이 위치하는 디렉터리와 해당 파일명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으

면 해당 오류가 발생합니다. (영문경로와 영문명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upport.sas.com/kb/43/802.html
http://support.sas.com/kb/44/1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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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ROC FREQ 등 특정 프로시저의 결과물을 출력할 경우에 표가 깨지거나 폰트가 깨집니다. 

 

아래 옵션 문을 실행하려는 프로그램 문장 전에 작성 후 실행하셔서 작업해주시기 바랍니다.. 

    options sysprintfont=“SAS Monospace”;  

만약 위 옵션 문 실행 후, ‘해당 폰트가 load 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

셔서 해당 font 를 download 하시면 됩니다. 

[참조 URL]: http://support.sas.com/kb/15/682.html 

 

 

10> .sas 파일을 실행하면 Enterprise Guide 에서 열리거나, 오류가 납니다. 

 

해당 현상은 확장자 형식이 정상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아래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SAS 파일 유형관리’에서 각 파일 유형에 연결할 제품을 선택 

[SAS 9.3]: 시작> 모든 프로그램> SAS > Utilities > [SAS 파일 유형관리] 

 (단, OS 가 windows7 이라면, 마우스 우클릭 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함.) 

 

아래 링크에서 SAS 버전에 맞는 부분을 참고하여 작업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URL1] http://support.sas.com/kb/32/464.html 

 

1. [SAS 파일 유형관리] 클릭 

2. 'SAS Foundation 9.x' 선택 

3. '모두 선택' 클릭 후 '확인' 클릭 

4. 다시 [SAS 파일 유형관리] 클릭 

5. 'SAS Enterprise Guide' 클릭 

6. '모두 선택' 클릭 후 '확인' 클릭 

 

[SAS 9.4] 시작> 모든 프로그램> SAS > SAS Deployment Manager 9.4 > [SAS 파일 유형관리] 선택 후 

[다음] 클릭 > [Base SAS(64-bit 또는 32-bit)] 선택 > 시작 > 마침 

 

위의 링크를 보시고 작업한 이후에도 문제가 있을 경우엔, 아래와 같이 파일 형식을 직접 지정할 수

도 있습니다. 파일형식 변경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파일형식 변경을 하고 싶은 .sas 파일을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 -> [속성] 클릭  

2. 연결 프로그램에서 [변경] 선택 →  리스트에서 SAS 9.4 for Windows 선택, [열기] 클릭 

 후 확인  

 

 

http://support.sas.com/kb/15/682.html
http://support.sas.com/kb/32/4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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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WORK Library 경로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설치 시 따로 경로를 변경하지 않으셨다면 default 는 아래와 같이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경로에서 

sasv9.cfg 파일을 메모장에서 열기로 오픈한 후, 작업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사용하는 OS 계정으로 변경하는 Directory 에 반드시 쓰기 및 읽기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1. 디렉터리 생성 예) D:\saswork  

2. 한글 SAS 를 사용하실 경우, sasv9.cfg 파일을 메모장으로 open 

[SAS 9.3] C:\Program Files\SASHome\SASFoundation\9.3\nls\ko\sasv9.cfg 

[SAS 9.4] C:\Program Files\SASHome\SASFoundation\9.4\nls\ko\sasv9.cfg 

3. -WORK "!TEMP\SAS Temporary Files" 부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수정 후 저장 

-WORK "D:\saswork" 

 

 

12> PROC SUMMARY 과정에서 메모리 부족으로 인한 ERROR 가 생기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SAMMARY 프로시저의 경우는 메모리 혹은 CPU 등의 사용량이 많습니다.  

위의 오류 메시지는 물리적인 메모리의 부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리적인 확장이 불가능할 때에는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합니다.  

 

1) 먼저 해당 프로시저에서 필요로 하는 리소스의 사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options fullstimer;    /* 리소스 사용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 옵션 */ 

프로그램에서 프로시저 수행전에 추가해서 해당 리소스사용량을 확인합니다. 

 

2) SAS 의 환경에서 최대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변경합니다. (sasv9.cfg) 

         -memsize 0      /* SAS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최대의 메모리를 사용 */ 

  

3) 위의 옵션에서 확인 후 메모리 사용량 등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class 문에 포함한 변수의 개수

가 줄여야 합니다. CLASS 문을 사용하는 경우는 sort 를 작업을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리소스 사용

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13> SAS 9.2, SAS 9.3, SAS 9.4 의 차이점이나 추가된 기능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pport.sas.com/documentation/whatsnew/index.html 

(https://support.sas.com >> Documentation 에서 What’s new 로 검색) 

 

https://support.sas.com/documentation/whatsnew/index.html
https://support.s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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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프로시저를 실행 후, 로그창에” ERROR: Out of memory’ 오류가 발생합니다. 

 

1)  분석을 실행 할 때, tables 문이나 model 문에 많은 변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out of memory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면 한꺼번에 지정하기 보다는 작게 조절 

후, 작업을 진행 부탁드립니다.  

 

2) 실제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 Windows 32bit 에서는 하나의 process 가 2G 까지 memory 가 사용됩

니다. 해당 문제가 나타난 프로시저를 실행 후 작업관리자 창에서 SAS 프로세스의 메모리에 대

해서 monitoring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2G 정도까지 올라간 뒤에 SAS 에 오류 (out of memory)가 발생하는 경우는 실제 작업을 실

행하는데 있어서 메모리가 부족하여 실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OS 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SAS 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3) 실제 메모리와 관련 없는 경우 

만약, 위의 현상이 아니라면, SAS Config 파일에서 memsize 수정 후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1. sasv9.cfg 파일 open  

      [SAS9.3] C:\Program Files\SASHOME\SASFoundation\9.3\nls\ko\sasv9.cfg 

[SAS9.4] C:\Program Files\SASHOME\SASFoundation\9.4\nls\ko\sasv9.cfg 

2. memsize 옵션이 존재할 경우 값 확인 

      (다른 값이거나 해당 옵션이 없을 경우, 파일내용 상단에 -memsize 4G 등으로 설정) 

3. work 경로에 대해 변경 

- WORK "!TEMP\SASTemporary Files"로 되어 있는 부분을 -WORK "D:\temp"와 같이 특정  

다른 디렉토리(공간이 충분한 디렉토리)로 변경 

 

 

15> SAS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SAS 라이브러리 파일을 열면, “리전의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오류가 발생

합니다. 

[상세내용] 

오류: 리전의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오류: 지정된 위치에서는 리전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오류: 해당 개체는 없습니다. 

… 

오류: _POSTINIT_ 메소드를 보낼 수 없습니다. 로그창을 참고하십시오. 

 

[답변] 

Viewtable 의 정보가 저장되는 SASUSER.PROFILE 및 SAS Registry 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 오류 

입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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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S 종료 

2) 아래 경로로 이동 

[경로] 예) C:\Users 혹은 사용자\<user-id>\Documents\My SAS Files\9.x 

3) 아래 파일들의 이름을 재설정 

profile.sas7bcat > profile_old.sas7bcat 

registry.sas7bitm > registry_old.sas7bitm 

4) SAS 재실행 

 

 

16> 홀수인 레코드만 선택하려면? 

 

아래의 예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data new; 

  do i=1 to nobs by 2; 

  set a nobs=nobs point=i; 

  output; 

  end; 

  stop; 

run; 

 

 

17> text file 을 import 시 obs 의 갯수를 지정해서 가져오려면? 

 

infile 문에 firstobs 와 obs 옵션을 지정하면 됩니다. 

firstobs 는 시작되는 obs 를, obs 는 추출할 obs 의 갯수를 입력합니다. 

 예) infile 'c:\data.txt' firstobs=1 obs=500; 

 

 

18> 데이터의 key 에 대한 obs 가 중복되는 관측치 나타난다면 중복값 중 1 개만 남기고 삭제하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SAS 의 sort 프로시져 이용시에 nodupkey 옵션혹은 데이터 스텝 first.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 1) sort 이용시 

   proc sort data=old out=new nodupkey;  

        by X Y; /* 중복되는 변수명 */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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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first.이용시 

data b; 

  set a; 

  by x; 

  if first.x=1; 

run;  

 

 

19> SAS 9.2 에서는 Results Viewer 를 각 프로시저의 OUT 만을 따로 볼 수 있었는데, SAS 9.3 이상에서는 

이전에 실행했던 내용이 누적이 됩니다.  

 

프로시저들을 실행하시기 전에 아래의 문장을 먼저 실행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ods html newfile=proc;  

위 문장을 실행하신 후, result viewer 를 보시면 각 프로시저 별로 output 만을 따로 보실 수가 있습

니다. 

 

 

20> SAS 의 OUTPUT 을 PDF, RTF, EXCEL, PPT 등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예제프로그램] 

/*SAS Output을 pdf로 내보내기*/ 

ods listing close;  

ods pdf file='c:\temp\class.pdf'; 

ods pdf close; 

ods listing;  

 

/*SAS Output을 rtf로 내보내기*/ 

ods listing close;  

ods rtf file='c:\temp\class.rtf'; 

ods rtf close; 

ods listing;  

 

/*SAS Output을 excel로 내보내기*/ 

ods listing close; 

ods chtml file='c:\temp\test11.xls';  

ods chtml close; 

ods listing; 

 

/*SAS Output을 ppt로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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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s listing close; 

ods powerpoint file="c:\temp\test.pptx" 

 

해당 내용은 SAS 도움말에서 ods pdf, ods rtf, ods chtml, ods powerpoint 로 검색하셔도 확인 가능합

니다. 

 

 

21> HTML 로 출력된 내용을 특정 디렉터리에 저장하고 싶습니다. 

        

ODS HTML 을 이용해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Ods html path="c:\temp" file="test.html"; 

Proc print data=sashelp.class; 

Run; 

Proc reg data=sashelp.class; 

   Model weight=height; 

Run;quit; 

Ods html close; 

 

 

22> ERROR: JVM(Java Virtual Machine)을 로드 할 수 없습니다. 설치 지침을 참조하거나 시스템 관리자에

게 문의하십시오. 

 

해당 오류는 SAS 에서 java 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지원되는 JRE 버전] 

- SAS 9.2 ➔ JRE1.6.0.14  /  SAS 9.3, SAS 9.4 ➔ JRE1.6.0.24  

위 JRE 를 재설치 후, SAS Config 정보를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방법]  

1. 버전에 맞는 jre 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의 디렉터리 확인 

2. 지원되지 않는 java 의 경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config 파일을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2.1. SAS 9.2 : C:\Program Files<SAS 를 설치한 경로>\SASHome\SASFoundation\9.2\nls\ko 

    SAS 9.3 : C:\Program Files<SAS 를 설치한 경로>\SASHome\SASFoundation\9.3\nls\ko 

    SAS 9.4 : C:\Program Files<SAS 를 설치한 경로>\SASHome\SASFoundation\9.4\nls\ko  

경로의 sasv9.cfg 파일 open   

2.2. -Dsas.jre.libjvm= 의 경로를 jre1.6.xx 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로 변경 후 저장 

  예) -Dsas.jre.libjvm=C:\PROGRAM FILES\Java\JRE6\bin\client\jvm.dll 

3. SAS 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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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CEL 파일을 내보내기를 할 때, Excel 에 있는 전체 컬럼 혹은 관측치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문의주신 오류내용은 SAS 에서 엑셀파일을 내보내기를 할 때, row 수가 65,536 을 넘거나 column 수

가 256 을 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Excel 파일은 내보낼 수 있는 레코드 수가 65,536, 컬럼 수가 256 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

측치 65,536 개 또는 컬럼 256 개가 넘는 엑셀 파일을 내보내고자 할 시에, 레코드수와 컬럼수에 제

약이 없는 xlsb 확장자명을 사용하시거나 datasplitter2excel 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엑셀파일을 

export 하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참조 URL1] http://support.sas.com/kb/14/487.html 

 

datasplitter2excel 프로그램은 아래의 링크에서 downloads 탭을 클릭한 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참조 URL2] http://support.sas.com/kb/16/587.html 

 

 

24> 출력 결과물에서 소수점 변경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SAS output 에 출력되는 p-value 값은 6.4 라는 포맷이 입혀진 상태입니다. 

SAS output 의 p-value 의 소수점자리를 변경하고 싶다면, 아래의 프로그램을 참조하셔서 포맷을 변경

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아래는 pvalue6.4 라는 포맷을 6.2 로 변경한 프로그램입니다. 

 

ods trace on; 

ods output TTests = ttests; 

proc ttest data=sashelp.class; 

   class sex; 

   var age; 

run; 

ods trace off; 

 

proc print data =ttests; 

   format probt 6.2;  

run; 

 

첫번째 단락처럼 ods trace on; 문장을 사용하여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은 출력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추가된 출력물: 

------------- 

http://support.sas.com/kb/14/487.html
http://support.sas.com/kb/16/5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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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TTests 

레이블:      T-Tests 

템플릿:      Stat.TTest.TTests 

경로:        Ttest.Age.TTests 

------------- 

위 프로그램의 첫번째 단락처럼 출력물 이름 확인한 후, 출력물에 대하여 데이터셋으로 내보내고 싶

을 때는 ODS Output 문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ODS Output <출력물 이름> = <내보낼 데이터명>; 

 

프로그램의 두 번째 단락처럼 내보낸 데이터셋의 probt 변수를 30.28 로 포맷을 변경해주시면 

자세한 p-value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 SAS 에서 계산된 컬럼이 같은 값이 나와야 하는데 다르게 나오거나 혹은 보여지는 값은 같으나 SAS 는 

실질적으로 다르게 인식합니다.  

 

SAS 는 부동소수점(Floating-point representation) 표현을 사용하며,  

Floating-point representation 이란 컴퓨터시스템에서 실수값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육안으로 계산

된 값이 동일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컴퓨터에 계산된 값은 소수점 이하 값이 다를 수 있으며 이

는 헥사(hex)값으로 변환시켜보면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round 함수를 이용하시어 작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data _null_; 

  a=1.2*1.5; 

  b=a-1.8; 

  c=round(a, 0.0001)-1.8; 

  put '1.2*1.5=' a 'hex=' a hex16.; 

  put 'a-b=' b 'hex=' b hex16.; 

  put 'c-b=' c hex16.; 

run;  

 

자세한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pport.sas.com/documentation/cdl/en/lrcon/67885/HTML/default/viewer.htm#p0ji1unv6thm0d

n1gp4t01a1u0g6.htm 

http://support.sas.com/documentation/cdl/en/lrcon/67885/HTML/default/viewer.htm#p0ji1unv6thm0dn1gp4t01a1u0g6.htm
http://support.sas.com/documentation/cdl/en/lrcon/67885/HTML/default/viewer.htm#p0ji1unv6thm0dn1gp4t01a1u0g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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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프로시저 실행 후 결과를 SAS 데이터셋으로 생성하고자 합니다.  

 

ODS 문장을 사용하시면 가능합니다. 해당 프로시저 실행 전 아래의 예제와 같이 ods trace on; 문장

을 사용하면, Output 창에 생성되는 결과물에 대한 출력물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ds trace on; 

proc tscsreg data=tscs;  

  id state year;  

  model y=x / fixtwo;  

run;  

ods trace off; 

 

출력물 이름 확인 한 후, 출력물에 대하여 데이터셋으로 내보내고 싶을 때에는 ODS Output 문장을 

사용하면 됩니다. 

ODS Output <출력물 이름> = <내보낼 데이터명>; 

 

ods output ParameterEstimates=pe ; 

proc tscsreg data=tscs;  

  id state year;  

  model y=x / fixtwo;  

run;  

ods output close; 

 

 

27> Data Step 에서 두 개 이상의 Datasets 으로 저장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조건식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셋으로 생성하도록 하면 됩니다. 

 

예) 

data data1 data2 data3; 

 set sashelp.class; 

  if value = ‘v1’ then output data1; 

  else if value = ‘v2’ then output data2; 

  else if value = ‘v3’ then output data3;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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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options missing=0 으로 처리된 0 값과 실제 자료에서의 계산된 0 값이 다르게 인식이 되네요. 

[상세내용] 

c=a-b 를 계산할 때 options missing=0 으로 처리된 0 의 값은 제대로 계산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답변] 

option missing 은 단순히 표현형식일 뿐이고 실제 계산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결측값때문에 “-“ 계산이 안되어서 그렇다면 아래의 예를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c=sum(a,0)-sum(b,0); 

 

 

29> txt 파일을 infile 할 때, “One or more lines were truncated.“ 메시지가 나옵니다 

[상세내용] 

============================================= 

One or more lines were truncated. 

============================================= 

NOTE: 29507 records were read from the infile BBB. 

The minimum record length was 1. 

The maximum record length was 256. 

One or more lines were truncated. 

NOTE: SAS went to a new line when INPUT statement reached past the  

end of a line. 

NOTE: The data set WORK.AAA has 153 observations and 228 variables. 

 

[답변] 

INFILE 문장에 LRECL=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텍스트 파일의 한 레코드의 길이가 256 바이트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옵션의 값으로 가지고 계신 텍스트 파일의 레코드(행)의 최대 길이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 lrecl=32767 

 

 

30> txt 파일을 import 할 때, 칼럼명과 format 형식을 지정할 수 없는지요?  

 

IMPORT 프로시저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다만 데이터 스텝에서 INFILE 시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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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format 과 informat 의 차이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format 과 informat 은 서로 반대의 개념입니다. format 은 SAS data 의 변수값에 대해 출력하는 형식

을 지정하는 것이고 informat 은 data 를 SAS data 의 변수로 읽어 들이는 형식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32> 할당된 라이브러리를 삭제하는 방법 

 

libname <라이브러리명> clear; 문장을 사용하시거나, 탐색기창에서 해당 라이브러리를 삭제해도 됩니다. 

 

 

33> 대문자로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소문자로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함수를 알고 싶습니다.  

 

SAS 에서 제공되는 함수는 lowcase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lowcase(소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변수 이름)와 같은 형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 대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upcase 함수 

 

 

34> 아래와 같이 변수를 바꾸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다음의 예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a test; 

  input group $ x1 $ x2 $ x3 $; 

  cards; 

    a 1 2 3 

    b 9 8 7 

 run; 

proc transpose data=test out=a name=test; 

  by group; 

  var x1-x3; 

run; 

a 1 2 3 

b 9 8 7 

a 1  

a 2  

a 3 

b 9 

b 8 

b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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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SAS Dataset 생성시, “ERROR: The value '우리나라'n is not a valid SAS name “ 오류가 납니다. 

 

문의주신 현상은 SAS 데이터셋의 기본 변수명 규칙이 영문자(A~Z)나 _(underscore)로 시작하고 나머

지는 영문자, 숫자, _ 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한글 변수명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엔, 아래 옵션문을 프로그램 상단에 입력 후 실행해주시기 바랍니

다. 

options validvarname=any; 

 

 

36> 문자형 변수를 숫자형으로 또는 숫자형 변수를 문자형으로 바꾸는 함수는? 

 

char -> num  = > input 함수사용  A=input('01JAN1960',date9.); 

num  -> char = > put 함수 사용   B=put(0,yymmdd10.); 

 

 

37> 문자변수를 숫자변수로 변경하는 방법  

 

data test; 

 a1='12345'; 

 a2=input(a1, 5.); 

run; 

 

 

38> Proc Step 에서 SAS Dataset 을 삭제하려면? 

 

아래의 예제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proc datasets lib=work; 

delete a b; 

run; 

 

 

39> SAS Data 의 변수값에 포함된 blank 를 없애려면? 

 

compress 함수를 이용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 a 라는 컬럼에 포함된 blank 를 없애는 예제 */ 

data one; 

 x='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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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compress(x); 

 put y; 

run; 

 

 

 

40> SAS dataset 의 변수명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는 procedure 는? 

 

아래의 예제를 사용하시면 가능하고, out 옵션을 사용하시면 pp 라는 SAS dataset 으로 저장이 가능합

니다. 

proc contents data=sashelp.class out=pp noprint; 

run; 

 

 

41> 중복되는 관측치 중 1 개만 남기고 삭제하는 방법 

 

sort 프로시져에서 nodupkey 옵션을 이용하면 by 문장의 변수에 대해서 중복값을 삭제합니다. 

proc sort data=old out=new nodupkey;  

  by X ; /*  중복되는 변수명 */ 

run; 

 

 

42> 데이터의 마지막 값만으로 새로운 SAS Dataset 을 생성하는 방법 

 

아래의 샘플에서 end=를 사용하면 마지막 obs 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data aa; 

 set sashelp.class end=last; 

 if last; 

run; 

 

 

43>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는 방법은? 

 

means 프로시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proc means data=sashelp.class; 

var height; 

output out=ttt mean=m std=s;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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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proc univariate 상에서 변수마다 obs 갯수가 다르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특정변수에 결측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univariate 프로시저의 var 문에 지정된 변수마다 obs 의  

개수 (N)가 다르게 출력됩니다. 

 

예) univariate 프로시저 실행 결과에서 변수 X 의 N ➔ 3, 변수 Y 의 N ➔ 2 

data one; 

  input x y; 

  datalines; 

  1 2 

  2 3 

  3 . 

; 

proc univariate data=one; 

  var x y; 

run; 

 

 

45> Print 프로시저에서 출력 시 label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래의 예제를 참고하세요. 

proc print data=sashelp.class label; 

var sex name; 

label sex='성별' name='이름'; 

       run; 

 

 

46> proc sql 사용 시, 숫자를 문자 타입으로 변경하는 방법 

 

proc sql; 

 create table test1 as 

 select put(num,8.)as char_num, name, sex, age from test; 

q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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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SAS 정식버전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명령창에 FSV 문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FSV 사용을 위해서는 SAS/FSP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SAS 에서 아래 문장을 실행한 후 로그에 출력되는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된 제품 내용에서 SAS/FSP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에는 제품이 계약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된제품내용표시*/ 

Proc setinit noalias; 

run; 

/*설치된제품내용표시*/ 

Proc product_status; 

run; 

 

 

48> 매크로를 실행하면,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사용자에 의해 열려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합

니다. 

[상세내용] 

18   %macro aaa; 

19   proc import out=a&i 

20   datafile="D:\chg\data2\mod\mod&i.xls" 

21   dbms=excelcs replace; 

22   run; 

23   data a&i; set a&i; 

24   if stock=. then delete; 

25   proc sort data=a&i; by stock; 

26   run; 

27   %mend; 

28 

29   %let i=1;%aaa 

ERROR: 파일 D:\chg\data2\mod\mod1xls 을(를) 열 수 없습니다.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사용자에 의해 열려 있습니다. 또는 데이터를 보기 위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NOTE: 오류가 발생하여 SAS 시스템은 현재 스텝의 실행을 중지합니다. 

 

[답변] 

선언된 macro 변수의 뒤에 문자를 붙여서 활용하는 문장에서는 ‘.‘를 활용하여 Macro 변수를 지정

해주셔야 합니다. 예) datafile=’c:\test&i..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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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proc sql 에서 length 활용 문의 

 

아래 샘플 프로그램을 실행하셔서 정상적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신 후에 

활용하셔서 SAS 코드를 작성하십시요. 

예) 

proc sql; 

 create table work.a as  

 select class.name as name format=$20. length=20 

 from sashelp.class; 

quit; 

 

 

50> Datastep 실행 시, “다른 호스트의 출력형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파일 인코딩이 세션 인코딩과 일치

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상세내용] 

NOTE: 데이터 파일 AA.NHID_GY30_T1_2002.DATA 은(는) 다른 호스트의 출력형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파일 인코딩이 세션 인코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Cross Environment  

Data Access 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추가적인 CPU 리소스가 필요하거나 컴퓨터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답변] 

사용하는 데이터의 인코딩이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분석을 실행하기 전 사용하려는 데이터의 라이브러리를 할당하실 때, 아래와 같이 inencoding 옵션

을 추가로 지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 libname in 'C:\temp' inencoding="asciiany"; 

 

데이터스텝에서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이 set 문장에 (encoding=asciiany)를 추가하여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진행 부탁 드립니다. 

 

data one;  

  set sashelp.class(encoding = asciiany);  

run; 

proc print data= one;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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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32bit/64bit SAS 혹은 Window/UNIX 등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별도의 변환작업 없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proc cport / proc cimport 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버전 호환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데이터를 생성한 환경에서 내보내기 작업 실행 

1) PC 에서 SAS 실행 

2) 아래 코드를 활용하여 내보내기 

/*Data 가 있는 공간 라이브러리 선언*/ 

libname a "c:\temp"; 

/*해당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table 내보내기 실행*/ 

proc cport library=a file="c:\temp\test.dat"; 

run; 

 

* 데이터가 생성된 환경과 다른 환경에서 가져오기 작업 실행 

   1) 아래 코드 실행 

/*data 를 저장할 라이브러리 선언*/ 

libname b "/tmp"; 

/*data 불러오기 실행*/ 

proc cimport library=b file="C:\temp\test.dat"; 

run; 

 

 

52> 라이브러리를 할당하여 데이터작업 시, “사용자는 라이브러리 XX 에 대한 적절한 권한이 없습니다.” 아

래와 같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실제 XX 라이브러리 경로에 대하여 해당 사용하시는 계정에 대해 모든 권

한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오류 메세지는 지정된 파일에 대하여 접근 권한이 없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권한 확인: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 → 속성 클릭 → 보안탭 클릭 → 해당 계정을 클릭하여 

접근 권한 확인 

 

 

53> "원종귯ㄱ대"를 읽을 때 뒤의 구분자를 같이 가져오는 에러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raw data에 “귯ㄱ”과 같은 잘못된 한글이 포함되어 구분자와 구분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아래 예처럼 scan함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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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data test; 

 infile 'C:\test\temp1.txt' lrecl=32767; 

 input; 

 length a b c $ 20; 

 a=scan(_infile_,1,"09"x); 

 b=scan(_infile_,2,"09"x); 

 c=scan(_infile_,3,"09"x); 

run; 

 

 

54> 데이터 스텝에서 엔화표시 통화를 읽고 표시하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엔화표시는 SAS 설치 시에 일본어 버전도 함께 설치 후, 실행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

면 config 파일의 encoding 과 locale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LOCALE ja_JP 

-ENCODING UTF-8 

 

SAS9.3 버전을 사용하신다면, 

C:\Program Files\SASHome\SASFoundation\9.3\nls\u8 의 sasv9.cfg 파일을 백업 받아놓으신 후, 

-LOCALE ko_KR 부분을 -LOCALE ja_JP 로 변경, 저장하신 후에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SAS → 

additional languages → SAS 9.3(유니코드 지원)을 실행하셔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SAS9.4 버전을 사용하신다면, 

C:\Program Files\SASHome\SASFoundation\9.4\nls\u8 의 sasv9.cfg 파일을 백업 받아놓으신 후, 

-LOCALE ko_KR 부분을 -LOCALE ja_JP 로 변경, 저장하신 후에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SAS → 

additional languages → SAS 9.4(유니코드 지원)을 실행하셔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55> 라이브러리를 할당하여 데이터작업 시, “ERROR: 파일 'TRAN_SRC.DM_PO_GDS_GRP_CD_201303.DATA'

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위 오류는 해당 파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이 있는지 실제 물리적 경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Windows 탐색기의 폴더 옵션에서 보기에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가  

체크되어 있어서 해당 파일의 확장자가 보이지 않아 해당 파일명이 ‘TRAN_SRC_DM_PO_GDS 

_GRP_CD_201303.DATA.DATA’로 인식되어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해당 체크를 없애거나 프로그램에서 위 파일명을 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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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매크로로 실행된 부분에 대한 로그를 좀 더 자세히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매크로에 의해 생성된 SAS 구문을 좀 더 자세히 출력하고 싶다면, 프로그램 문장 상단에 아래 옵션

문을 추가하여 실행한 후, 로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options mprint; 

. 

 

57> SAS 9.X > 솔루션 > 분석 > EM 실행시, “NOTE: Enterprise Miner 4.3 버전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

니다“ 오류가 나타납니다. 

 

솔루션 > 분석 > Enterprise Miner 를 클릭하여 실행하는 EM 은 4.3 버전으로 SAS 9.1.3 에 

최적화 되어 있으며 SAS 9.2 이상 버전에서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버전입니다. 

SAS 버전이 9.2 이상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Enterprise Miner Workstation Configuration 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로]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SAS > SAS Enterprise Miner Workstation Configuration xx.x 실행 

 

 

58> 엑셀파일을 export 한 후 데이터셋을 열어보면 한글이 깨져 보이고, “…WARNING: Transcoding failure 

in variable 4 for data:..”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엑셀로 내보내려는 DATA에 비정상적인 글자 (?로 표시된 부분)가 포함되어 있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내보낼 대상데이터에 대해 cleansing작업을 진행한 후 엑셀로 내보내는 작업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ksubstr, klength함수를 사용해서 double-byte에 대한 처리작업을 진행한 후 엑셀파일로 

내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예) 

data a (drop=a rename=(a1=a)); 

a="[구내통신] 고등교육장"; 

a1=substr(a,1,20); /* 문제 발생한 칼럼의 값과 같은 형태의 값 */ 

b=ksubstr(a,1,klength(a1)); 

put a= b=;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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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RROR : Sort execution failure 

 

해당 현상은 work 라이브러리의 공간이 부족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이므로, config 파일에서 work 

경로를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경로는 실제 디스크 용량이 여유가 있는 물리적 경로로 지

정하시면 됩니다. (예-D:\temp) 

  

1. SAS 가 설치된 경로로 이동  

C:\Program Files<SAS 가 설치된 경로>\SASHome\SASFoundation\9.X\nls\ko  

(영문 버전 사용 시 "en") 

  

2. sasv9.cfg 을 메모장으로 열어서 아래 항목을 찾기 

/* Setup the default SAS System user work folder*/ 

-WORK "!TEMP\SAS Temporary Files"  

  

3. 위 항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 

/* Setup the default SAS System user work folder*/ 

-WORK "D:\temp"  // 용량이 크고, 한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리적 경로로 지정 

  

[참고 URL] http://support.sas.com/kb/39/705.html 

 

 

60> 라이브러리 설정 시, “라이브러리 'DAT'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해당 오류는 C:\THESIS_2013_SAS 경로가 존재하지 않아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C 드라이브에 THESIS_2013_SAS 폴더가 존재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C 드라이브에서 직접 해당 폴더를 생성하시거나 SAS 확장편집기에서 아래 옵션을 사용하셔서 새로 

폴더를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OPTIONS dlcreatedir; 

LIBNAME DAT 'C:\THESIS_2013_SAS'; 

[참고] DLCREATEDIR: specifies to create a directory for a SAS library that is named in a LIBNAME 

statement if the directory does not exist. 

SAS 9.3 버전에서 새로 생긴 옵션이므로 SAS9.1.3, SAS9.2 버전에서는 라이브러리를 할당하려고 하

는 디렉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 후 libname 문장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61> Base SAS 로 SAS 서버에 연결하여 사용하려고 접속을 시도하면, “ERROR: A link must be established 

by executing the SIGNON command…” 오류가 로그에 출력되면서 접속할 수 없습니다. 

[상세내용] 

ERROR: A link must be established by executing the SIGNON command before you can  

http://support.sas.com/kb/39/7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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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e with SAS. 

ERROR: Remote submit to SAS canceled. 

4    libname test slibref = test server = sas; 

ERROR: Attempt to connect to server SAS failed. 

ERROR: A communication subsystem partner link setup request failure has occurred. 

ERROR: Cannot find TCP service 'sas'. 

ERROR: Error in the LIBNAME statement. 

 

[답변] 

정확한 오류 확인을 위해 아래 경로에 있는 파일을 메모장으로 open 하여 상단의 주석 /* */을 제거 

후 보내주신 작업을 재실행하시어 출력되는 로그를 kor.support@sas.com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1. 경로 : 예) C:\Program Files<SAS 를 설치한 경로>\SASHome\SASFoundation\9.X\ 

connect\saslink\txpunix.scr 

2. 메모장 열기 

3. 위 tcpunix.scr 메모장 위로 드래그 

4. 상단의 주석처리 제거 후 저장 

/* trace on */  >  trace on 

/* echo on */  >  echo on 

5. SAS 실행 후 접속 

6. 출력되는 로그 회신 

 

 

62> 서버 라이브러리를 할당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서버 라이브러리 할당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rsubmit;과 endrsubmit; 사이에 아래 문장 입력 

libname share_lib "/sas_share"; 

  

2. endrsubmit; 이후에 아래 문장 입력 

     libname share_lib slibref=share_lib server=iknrsas; 

 

 

63> 생성한 SASdataset 을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work 라이브러리에 저장되는 SAS Dataset 은 임시로 저장되는 파일로서 SAS 를 종료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영구적으로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물리적 경로로 라이브러리를 할당하신 후  

그 라이브러리에 파일을 생성한 후 해당 경로에 생성한 데이터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십시요. 

[라이브러리 할당 방법]  

mailto:kor.support@s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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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NAME libref 명 '서버의 물리적 경로명';  

➔  libref 명은 8 자리 이하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예) LIBNAME aa 'c:\temp';       

 

 

64> SAS 를 실행할 때 PC 에서 사용하는 CPU 의 개수를 제한하고 싶습니다. 

 

proc options option=cpucount; 

run; 

위 문장을 확장편집기에 입력 후 실행하시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CPU 갯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려는 CPU 수를 제한하고 싶으시다면 cpucount 옵션을 사용하여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options cpucount=2; 

 

 

65> 프로그램을 실행해도 결과가 출력되지 않고 로그에 “WARNING: No output destinations active” 메시

지가 뜹니다. 

 

해당 메시지는 출력 옵션이 모두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도구> 옵션> 우선설정> 결과 탭에서 ‘리스트 생성’이나 ‘HTML 생성’에 체크를 하고 다시 프로그램 

문장을 실행해보시기 바랍니다. 

 

 

66> ERROR: Write to XX.TEST.DATA failed. File is full and may be damaged. ERROR: Insufficient space in 

file XX.TEST.DATA.  

 

해당 오류는 SAS의 임시 작업 공간인 work공간의 문제로 발생한 오류입니다.  

work공간의 디렉토리가 full이 되어 발생된 현상으로 보입니다.  

SAS서버의 work공간의 불필요한 디렉토리는 삭제하거나, work 경로에 대해 변경하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1) work공간의 불필요한 폴더나 디렉토리를 삭제하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문항77. 참고) 

2) 또는 work경로에 대해 변경하여 작업하고자 하신다면, work경로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67> ERROR: User does not have appropriate authorization level for file XX.SAMPLE.DATA.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실제 XX 라이브러리 경로에 대하여 Read/Write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오류 메시지는 지정된 파일에 대하여 접근 권한이 없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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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 일에 전월 1 일~말일 데이터를 뽑는 설정을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intnx함수를 이용하여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함수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는 SAS Hel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let a="11MAR2013:00:00:00"dt; 

data one; 

  a=intnx('dtmonth',&a,-1,'beginning'); 

  b=intnx('dtmonth',&a,-1,'end'); 

   format a b datetime23.3; 

run; 

 

 

69> 오라클 DB 에서 날짜로 구성된 컬럼을 SAS 로 가져오면 출력형식이 27FEB2007:00:00:00 로 됩니다. 

위 형태를 YYYYMMDD 형태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yymmdd10.과 yymmn.포맷을 이용하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업 요청 드립니다. 

data one; 

  date=datetime(); 

   format datedatetime20.; 

  date1=datepart(date); /*date :기존컬럼*/ 

  date2=datepart(date); 

   format date1yymmdd10.; 

   format date2yymmn.; 

run; 

 

 

70> 데이터에서 변수 ID 가 A000333301, A000333302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변수를 처음 문자를 분리하

고, 그 다음 7 자리 숫자를 앞 3 자리, 4 자리 등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substr함수를 이용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A= substr(string,start <,Length>) 

 

SAS 도움말에서 substr을 검색하시면 좀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data one; 

 input id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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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1=substr(id,2,3); 

 datalines;  

 A000333301 

 ; 

run; 

 

 

71> SAS 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percentile 외에 다양한 percentile 출력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proc univariate 을 사용하셔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예제를 보시면, 프로시저 실행 후 work 라이브러리에 OutputDataSetName 데이터셋에서  

해당 3,97percentile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  

proc univariate data=sashelp.class; 

            var weight; 

            output out=OutputDataSetName pctlpts=3 97 pctlpre=p_; 

run; 

 

 

72> 실행된 로그를 물리적 경로에 따로 저장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작업한 로그를 실제 경로에 저장하고 싶으신 경우, 아래처럼 printto 프로시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로그내용을 로그출력창이 아닌 .log 파일로 생성) 

 

proc printto log="c:\directory-name\filename.log"; 

run; 

 

 

73> 매일 실행 로그를 물리적 경로에 저장하려고 합니다. 날짜별로 파일명을 달리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

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log 명을 날짜로 생성하고 싶은 경우, 아래 예제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data _null_; 

   dt=put(today(),yymmddn8.); 

   call symputx('dt',dt); 

run; 

%let dt=&dt; 



 
 

 

43 

 

 

proc printto log="c:\temp\&dt..log"; 

run; 

proc print data=sashelp.class;run; 

proc printto;run; 

 

 

74> SAS/STAT 14.3 을 사용하면서 버전에 따라 값이 다르게 출력됩니다. PROC FREQ 에서 EXACT RISKDIFF 

의 default 값이 그 이전버전(14.2 아래버전)에서 clopper-pearson 인지 (혹은 아니라면 default 값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필요합니다. 

 

결과값의 차이는 SAS Code 를 실행하신 SAS/STAT 의 버전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십시요. 

---------------------------------------------------------------------------------------------------------- 

The reason why they are different is contained in the LOG for SAS/STAT 14.3. 

NOTE: The default method for EXACT RISKDIFF is now METHOD=SCORE. To use the previous    

default method (in SAS/STAT 14.2 and earlier releases), you can specify EXACT 

RISKDIFF(METHOD=NOSCORE).  

 

This also explains why setting the METHOD=NOSCORE gives the same results as previously.  

---------------------------------------------------------------------------------------------------------- 

SAS/STAT 14.3 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Documentation 을 참고 하십시요. 

What's New SAS/STAT 14.3  

https://go.documentation.sas.com/?docsetId=statug&docsetTarget=statug_whatsnew_toc.htm&docsetVersion=1

4.3&locale=ko 

https://go.documentation.sas.com/?docsetId=statug&docsetTarget=statug_whatsnew_sect033.htm&docsetVersio

n=14.3&locale=ko 

 

 

75> 메모리와 CPU 사용량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리소스 사용에 대해 확인하고 싶습니다. 

 

해당 프로시저를 실행하기 전에 “options fullstimer” 구문을 추가하여 실행하면 step 별로 실제 얼마

나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는지 로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options fullstimer; 

          data test; 

              set sashelp.class; 

          run; 

 

https://go.documentation.sas.com/?docsetId=statug&docsetTarget=statug_whatsnew_toc.htm&docsetVersion=14.3&locale=ko
https://go.documentation.sas.com/?docsetId=statug&docsetTarget=statug_whatsnew_toc.htm&docsetVersion=14.3&locale=ko
https://go.documentation.sas.com/?docsetId=statug&docsetTarget=statug_whatsnew_sect033.htm&docsetVersion=14.3&locale=ko
https://go.documentation.sas.com/?docsetId=statug&docsetTarget=statug_whatsnew_sect033.htm&docsetVersion=14.3&local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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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큰 SAS Dataset 으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SAS 의 I/O 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이드 부탁드립

니다. 

 

SAS Data Set 은 기본적으로 fixed-length records 형태로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Compress 옵션을 

사용하면 Data Set 형태를 variable-length records 형태로 생성하게 됩니다. variable-length records

형태의 Data Set 은 물리적인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데이터를 read 하고 write 하는데 필요한 I/O 를 줄여주고 Data Set 을 보관하는데 필요한 Disk

공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options compress=yes; 

 

 

77> SAS 의 Work 경로에 파일들이 자꾸 쌓입니다. Work 공간의 파일들을 모두 삭제해도 될까요? 

 

Cleanwork utility 를 실행하여 WORK 공간의 임시 데이터들 중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

니다. 

 

[UNIX] 

Cleanwork unitlity 를 통해 work 디렉토리에 쌓여있는 임시파일들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Work 경로는 !sas_intall locaion/sasv9.cfg 파일에 –work 부분을 통해 지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

인 후 작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cleanwork 을 실행하실 때는 root 계정으로 작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SAS install location: /my/sas/dir/SASFoundation/9.4/ 

SAS work directory: /usr/tmp 

➔ /my/sas/dir/SASFoundation/9.4/utilities/bin/cleanwork  /usr/tmp  

 

 [Windows] 

0.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프롬프트 실행 

1. cleanwork.exe 가 있는 경로로 이동 

        *경로:    C:\Program Files\SASHome\SASFoundation\9.4 

*Utility: cleanwork.exe  

 C:\Program Files\SASHome\SASFoundation\9.4\> 

2. 명령어 실행 

      > cleanwork.exe   /d    <SAS WORK 경로지정> 

   

*SASwork 경로 확인 방법 

 방법 1) 아래 SAS code 를 실행한 결과로그에서 확인 

         proc options option=work;  run;  

방법 2)  <SAS 설치경로>\sashome\SASFoundation\9.4\nls\sasv9.cfg 파일의 -work 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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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C:\Program Files\SASHome\SASFoundation\9.4\nls\ko\sasv9.cfg    의  -work 경로  

  

(사용 예) 

   관리자권한의 사용자 id 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1.   cleanwork 가 있는 C:\Program Files\SASHome\SASFoundation\9.4\ 로 이동 

     2.  명령어 실행 > cleanwork.exe   /d   C:\Temp 

  

 

 

78> SAS Dataset 이름에 한글이 있는 경우 PROC TRANSPOSE 를 실행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상세내용] NOTE: The quoted string currently being processed has become more than 262 bytes 

long.  You might have unbalanced quotation marks. 

 

영문 SAS 를 이용해서 한글 이름의 dataset 열기를 시도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한글 SAS 를사용

하거나 Dataset 명을 영문으로 변경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9> SAS 라이선스를 수동으로 갱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이선스 파일을 노트패드로 열어서,  

PROC SETINIT RELEASE='9.4'; 에서 SAVE; RUN; 까지 복사하신 후, 

SAS 확장편집기에 붙여 넣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80> “ERROR: 파일 WORK.'SASTMP-000000019'n.UTILITY 에 공간이 부족합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상세내용]  

ERROR: 파일 WORK.'SASTMP-000000019'n.UTILITY 에 공간이 부족합니다. 

ERROR: 파일 WORK.'SASTMP-000000019'n.UTILITY 이(가) 손상되었습니다. I/O 처리가 완료되지 않

았습니다.  

 

SAS work 영역의 disk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SAS work 의 공간확보를 위해, cleanwork 

utility 를 이용하여 임시파일들을 정리하시고 SAS work 에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문항 77. 를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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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Unix/Linux 서버에서 생성한 SAS dataset 을 PC(Windows) 읽어올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만들어진 SAS Dataset 을 사용하려면, 데이터를 제공하는 곳(Unix)에서 proc 

cport 를 이용하여 내보낸 파일을, 사용하고자 하는 곳(PC)에서 proc cimport 를 이용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파일 내보내기] 

proc cport library=a file="c:\temp\test.dat"; 

run; 

 

[파일 불러오기]  

proc cimport library=b file="C:\temp\test.dat"; 

run; 

 

 

82> 가상 머신 SAS University Edition 의 세션을 열 수 없습니다. 

[상세내용] 

The virtual machine 'SAS University Edition' has terminated unexpectedly during startup with exit 

code -1073741819 (0xc0000005). More details may be available in 'C:\Users\K\VirtualBox 

VMs\SAS University Edition\Logs\VBoxHardening.log'. 

결과 코드:          E_FAIL (0x80004005) 

구성 요소:          MachineWrap 

인터페이스:        IMachine {5047460a-265d-4538-b23e-ddba5fb84976} 

 

[답변] 

V3 와 같은 백신/보안프로그램을 중지하고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V3 같은 백신/보안 프로그

램은 비활성화해도 차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활성화한 후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다면 해당 

보안프로그램을 삭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83> SAS Dataset 을 열 때, “…다른 호스트의 출력형식을 가지고 있거나..”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상세내용] 

NOTE: 데이터 파일 D.CALL200812.DATA 은(는) 다른 호스트의 출력형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파일 

인코딩이 세션 인코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Cross Environment Data Access 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는 추가적인 CPU 리소스가 필요하거나 컴퓨터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답변] 

해당 오류는 다른 환경에서 생성된 SAS Dataset 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메세지입니다. pr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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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ort/proc cimport 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일 내보내기] 

proc cport library=a file="c:\temp\test.dat"; 

run; 

 

[파일 불러오기]  

proc cimport library=b file="C:\temp\test.dat"; 

run; 

 

 

 

84> SAS Dataset 을 열면, “….DATA is damaged.  I/O processing did not complete.”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상세내용] 

데이터셋 손상되어 발생합니다. 

 

[답변] 

1. 오류가 발생한 Dataset 을 프로시저 dataset 의 repair 구문을 이용하여 복구해 보십시요. 

2. Repair 구문으로 복구가 되지 않으면 해당 dataset 을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예) 

libname rep 'C:\temp'; 

proc datasets lib=rep; 

  repair ae(memtype=data); 

run; 

 

 

85> SAS 에서 사용하는 Memory Size 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메모장(notpad) 를 관리자권한으로 실행한후 “C:\Program Files\SAS 

Home\SASFoundation\9.4\sasv9.cfg”파일에 지정된 sasv9.cfg 파일을 열고, 

2. “-memsize”에 지정된 값을 변경 후,  

3. SAS 를 다시 시작합니다. 

(예) 

-MEMSIZE 4G 

 

86> Excel import/Export 시, “ERROR: Comect: 클래스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오류 발생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SAS 와 MicorSoft Office 사이에 32bit/64bit 호환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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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SAS 가 64bit 인데 32bit Microsoft Office 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아래 조치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SAS Program 활용 방법] 

 

SAS9.3 TS1M2 버전부터는 dbms 를 xlsx 로 지정하여 EXCEL 2007, 2010, 2013 문서를 불러오기/내보

내기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제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xls 파일인 경우, dbms=xls 로 지정) 

 

PROC EXPORT DATA=SASHELP.CLASS OUTFILE="C:\TEMP\EXAMPLE.XLSX" DBMS=XLSX REPLACE; 

SHEET="MYSHEET"; 

NEWFILE=YES; 

RUN; 

 

PROC IMPORT OUT= WORK.AA DATAFILE= "C:\TEMP\EXAMPLE.XLSX"  

DBMS=XLSX REPLACE; 

GETNAMES=YES; 

RUN; 

 

[2. SAS PC Files server 설치] 

 

1. 시작 → “cmd" 입력 후 enter → cmd.exe 오른쪽 마우스클릭 → 관리자권한으로 시작 

2. SAS 설치 이미지(\setup.exe 파일)가 위치한 경로로 cd 명령문을 이용하여 이동 

 ➔ “setup.exe”가 “C:\SAS Software Depot”에 존재하는 경우,  

cd C:\SAS Software Depot  

➔ CD 로 설치하는 경우 혹은 다른 드라이브(“E:\”)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d 옵션 추가 

cd /d E:\ SAS Software Depot 

 

3. 이동 후, 옵션문 추가하여 setup.exe 실행 

setup.exe -nosasupdate -allselectable 

 

4. “SAS 소프트웨어 설치” 클릭 후 다음 → “추가 소프트웨어 설치” 클릭 후 다음  

 

5. 설치할 제품 선택 부분에서 ‘SAS PC Files Server’를 선택 후 설치 진행  

(없는경우, SAS Foundation 클릭 후 다음화면에서 확인) 

 

6. 설치 완료 후, 정상적으로 실행 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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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 PC File Server 설치 후 데이터 가져오기를 실행하실 경우, data source 를 'Microsoft Excel 

Workbook on PC Files Server' 선택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SAS PC Files server 사용방법] 

 

[참고 URL2] http://support.sas.com/kb/43/802.html 

[참고 URL3] http://support.sas.com/kb/44/197.html 

 

코딩으로 작업할 경우 dbms=excelcs 로 지정해주셔야 합니다. 

 

PROC IMPORT DBMS=EXCELCS OUT=work.fs DATAFILE='D:\user\CSR\\data\data.xls' REPLACE; 

SHEET='fs$'; 

RUN; 

 

PROC EXPORT DATA= SASHELP.CLASS OUTFILE= "c:\temp\class2.xls" DBMS=EXCELCS REPLACE;  

RUN ; 

 

단, PC Files server 를 사용하시면 파일이 위치하는 디렉터리와 해당 파일명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으

면 해당 오류가 발생합니다.(영문경로와 영문명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SAS PC Files Server 설치 없이 사용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dbms 를 xlsx 로 지정하여 사용하

시면 됩니다. 

 

다만, dbms 별로 지원되는 옵션이 상이하므로 확인하신 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87> PROC COPY 시에, “The informat_ length of the variable XXX is too long for the Version 6 file…” 오

류가 발생합니다.  

[실행코드/오류내용] 

10   proc copy in=source out=xportout memtype=data; 

11      select Ae; 

12   run; 

 

NOTE: 'SOURCE.AE'을(를) 'XPORTOUT.AE(memtype=DATA)'(으)로 복사합니다. 

ERROR: The informat_ length of the variable AETERM is too long for the Version 6 file XPORTOUT.AE.DATA. 

ERROR: 파일 XPORTOUT.AE.DATA 은(는) 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xport 엔진의 한계로서 데이터의 informat 길이를 없애거나 200 이하로 줄여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50 

 

 

 

88> Windows 10 64 bit, SAS 9.4 64bit 설치 중 deployment wizard 화면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설

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해당현상은 setup.exe 를 구동시키기 위한 Java heap memory size 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heap memory 를 수정하신 후 SAS 설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 CD 를 PC 에 복사 

 

2. 복사후, 아래 경로로 이동 

. 1 번 CD 의 \products\deploywiz__9xxx__prt__xx__sp0__1 

. 설치파일(depot)으로 설치하는 경우,  

C:\SAS Software Depot\products\deploywiz__94485__prt__xx__sp0__1 

 

3. deploywiz.ini 파일 백업 받은 후 워드패드로 Open (실행프로그램을 워드패드로 설정) 

 

4. 아래 내용 변경(PC 가 32bit 인 경우 win, 64bit 인 경우: wx6] 후 저장 

launcherargs=-Xmx1024M -jar deploywiz/setup.jar → launcherargs=-Xmx512M -jar deploywiz/setup.jar 

*. 512M 으로 수정후에도 오류가 지속되면 256M 으로 변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5. PC 로 복사한 설치파일 중 setup.exe > 오른쪽클릭하여 관리자권한으로 실행 

 

(deploywiz.ini 파일을 수정예) 

첨부된 파일을 기존 deplolyiwzi.ini 파일을 백업 후 저장하시어 SAS 를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부분...예] 

[properties] 

MASTERPROP=../../setup.dat 

  

[default] 

id=sdw 

norunwith=esd,sdw 

norunwith_display_esd=SAS Download Manager 

norunwith_display_sdw=SAS Deployment Wizard 

  

umask_user=0 

umask_group=2 

umask_oth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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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 

copy1=setup.dat 

copy2=<DEPLOYWIZ_PRT_PKG>/deploywiz.exe 

copy3=<DEPLOYWIZ_PRT_PKG>/deploywiz.ini 

copy4=<DEPLOYWIZ_PRT_PKG>/deploywiz 

copy5=products/securejava__94120__prt__xx__sp0__1/sas.rutil.jar 

copy6=products/securejava__94120__prt__xx__sp0__1/sas.rutil.nls.jar 

copy7=products/securejava__94120__prt__xx__sp0__1/sastpj.rutil.jar 

copy8=<PRIVATEJRE_WIN_PKG>/lib 

jre=<PRIVATEJRE_WIN_PKG>/jre.exe 

launch=<DEPLOYWIZ_PRT_PKG>/deploywiz.exe 

  

launchercmd=../../<PRIVATEJRE_WIN_PKG>/bin/java 

launcherargs=-XX:MaxPermSize=160m -Xmx512M -jar deploywiz/setup.jar 

  

[wx6] 

copy1=setup.dat 

copy2=<DEPLOYWIZ_PRT_PKG>/deploywiz.exe 

copy3=<DEPLOYWIZ_PRT_PKG>/deploywiz.ini 

copy4=<DEPLOYWIZ_PRT_PKG>/deploywiz 

copy5=products/securejava__94120__prt__xx__sp0__1/sas.rutil.jar 

copy6=products/securejava__94120__prt__xx__sp0__1/sas.rutil.nls.jar 

copy7=products/securejava__94120__prt__xx__sp0__1/sastpj.rutil.jar 

#copy8=<PRIVATEJRE_WX6_PKG>/lib 

jre=<PRIVATEJRE_WX6_PKG>/jre.exe 

launch=<DEPLOYWIZ_PRT_PKG>/deploywiz.exe 

  

launchercmd=../../<PRIVATEJRE_WX6_PKG>/bin/java 

launcherargs=-XX:MaxPermSize=160m -Xmx512M -jar deploywiz/setup.jar 

  

[h6i] 

copy1=setup.dat 

copy2=<DEPLOYWIZ_PRT_PKG>/deploywiz.sh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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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SAS 라이선스 경고가 발생하면 실행되던 작업이 중단되는지요?  

 

SAS 라이선스 만료에 대한 경고는 오류가 아닙니다. 경고메시지가 발생하더라도 SAS 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G 의 경우, 대화식으로 작업을 실행하여 경고창이 뜨면 확인을 눌러주어야 그 다음 작업을 수행하

게 됩니다. 

 

90> 실행결과를 Result viewer 에서 보고 싶은데 출력창만 나옵니다 

 

아래와 같이 설정하시면 실행결과를 HTML 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도구 → 옵션 → 우선설정 → 결과 탭 → HTML 생성 선택 후 저장 

  

  



 
 

 

53 

 

  

91> SAS 서버에 연결해서 Query 를 실행하면, “…Transcoding 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자 데이터를 손실했습

니다…”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상세내용] 

"Transcoding 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자 데이터를 손실했습니다. 데이터가 새로운 인코딩으로 표시할 

수 없는 문자를 가지고 있거나 트랜스코딩 과정에서 데이터가 절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답변] 

PC SAS 에서 signon 으로 서버에 연결 한 후, 아래 SAS code 를 rsubmit; 과 endrsubmit; 사이에 넣

어서 실행하면 SAS code 는 signon 한 서버의 SAS 를 이용해서 실행이 됩니다. 

 

아래 SAS 코드를 SAS 서버에서 실행하신 후, 로그에서 Language setting 을 확인하십시요. 

 

proc options group=languagecontrol;   run; 

 

해당 오류는 PC 에서 SAS/Connect 연결을 시도할 때 서버의 영문 SAS 가 호출되기 때문에 한글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버에서 sas 를 실행할 때 한글 SAS 가 실행될 수 있도록 환경구성을 확인하셔 수정하기시 바랍니

다. 

 

SAS 서버의 <SASHOME>/SASFoundation/9.4 에 있는 sas 의 symbolic link 가 “bin/sas_ko”를  가리

키는지 확인하십시요. 

(sas  -> bin/sas_ko 로 링크되어 있어야 한글 SAS 가 실행됩니다) 

 

 

92> SAS dataset 을 double click 하면, “ERROR : Could not query the specified values from the registry."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1. 실행되고 있는 SAS 를 종료  

2. 윈도우 탐색기에서, C:\Users\<User ID>\Documents\My SAS Files\9.4 폴더로 이동      

3. 아래 목록의 파일명 변경 

         regstry.sas7bitm   --->    regstry_old.sas7bitm 

         profile.sas7bcat   --->    profile_old.sas7bcat 

         profile2.sas7bcat  --->    profile2_old.sas7bcat     (optional) 

 

4. SAS 를 다시 시작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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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SAS 라이선스를 갱신 시, Core 수가 틀리다고 하며 업데이트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제 Core 수와 일치하는 라이선스 파일로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 갱신은 아래 link 참고하세요.  

https://www.sas.com/ko_kr/training/customer_faq.html#support-tab03 

 

 

94> SAS 서버에 연결을 시도하면, “ERROR: 연결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실행코드/오류내용] 

%let mining=10.1.5.12 11001; 

options compress=yes remote=mining comamid=tcp; 

filename rlink 'C:\Program Files\SASHome\SASFoundation\9.4\connect\saslink\tcpunix.scr'; 

signon mining; 

 

ERROR: A communication subsystem partner link setup request failure has occurred. 

ERROR: 연결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ERROR: Remote signon to MINING canceled. 

[답변] 

아래 절차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C:\Program Files\SAS Home\SASFoundation\9.4\sasv9.cfg 파일에 TCPPORTFIRST 와 

TCPPORTLAST 옵션 추가 

예) 

-TCPPORTFIRST 11002 

-TCPPORTLAST 11100 

 

2. 방화벽에서 추가한 port 목록을 양방향으로 허용 

 

 

 

https://www.sas.com/ko_kr/training/customer_faq.html#support-tab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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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PROC IML 사용시, “…ERROR: SAS/IML 제품(IML (2)과(와) 연관)에 사용자 시스템에 대한 라이선스가 

없거나 …” 오류가 발생합니다.   

[상세내용] 

ERROR: SAS/IML 제품(IML (2)과(와) 연관)에 사용자 시스템에 대한 라이선스가 없거나 제품 라이선스가 만료되

었습니다. SAS 설치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RROR: 프로시저 IML 에 대해 잘못된 제품 ID 입니다. 

[답변] 

SAS Community 의 ‘IML 을 사용하는 전용 소프트웨어인 SAS/IML Studio 가 따로 있지만 procedure

문을 사용하면 SAS base 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 의미는 IML 라이선스가 있고 IML 제품이 설치된 상태에서 SAS/IML Studio 를 사용하거나 SAS 

Program 을 이용해서 PROC IML 구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며, SAS/IML 라이선스가 없는 환경에

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SAS/IML 제품을 추가로 사용하시려면 SAS 영업대표와 상의하여 주십시요. 

 

 

95> SAS VA(Visual Analytics)를 운영함에 있어, “C:\Users\sasbsa\AppData\Local\Temp” 폴더에 많은 

파일들이 있는데 삭제가능한지요?  

 

보내주신 파일들은 오래전에 생성(수정)된 파일들로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Temp 디렉토리 내에 생성된 파일들은 S/W 별로 구분되어 관리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

며 우선적으로 Windows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VA 은 해당 Temp 파일들을 삭제하셔도 됩니다.  

(확인을 하시려면 대상 파일들을 모두 rename 하여 모니터링 한 후 삭제하시면 됩니다.) 

 

 

96> SAS 함수를 이용해서 연령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샘플을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substr 함수 부분에 주민번호 앞자리를 삽입하여 확인하십시요. 

 

data _null_; 

    birth = input(substr('010225',1,6), YYMMDD6.); 

    today = today(); 

    age  = int((today-birth)/365.25); 

   put birth=; 

   put today=; 

   put age=;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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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SHA256 함수로 생성된 결과값이 깨져서 보입니다. 

[상세내용] 

DATA SHA256O; 

     LENGTH HASH_ID $64 

     ID = '1234' ; 

     HASH_ID = SHA256(ID) ;   

RUN;. 

 

 

[답변] 

암호화된 것을 문자열로 보면 깨져서 보입니다. 아래와 같이 sha256hex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 진수로 포맷을 적용하신 후에 하셔야 합니다.  

 

data _null_; 

      y=sha256hex('1234'); 

      put y=; 

run; 

 

 

97> sasadm@saspw 계정의 암호 분실에 대한 조치가이드 요청 드립니다. 

 

1. SAS 설치계정명 및 암호 확인 

 

2. SAS 서버에서 아래 경로의 파일을 open 

   <SAS 구성 Directory>\Lev1\SASMeta\MetadataServer\adminUsers.txt 

 

3. 내용 중 *sasadm@saspw 하단에 * 표시와 함께 1 번에서 확인한 설치 계정 명 입력 

(예, sasinst 입력) 

 

 

4. MetadataServer 재시작 

 

5.  3 번에서 적용한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 sasadm@saspw 계정암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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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sasadm@saspw 계정암호 설정 

sasadm@saspw 은 SAS Administrator 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내부계정입니다. SMC 에서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 를 선택하고 암호를 변경 합니다. 

  

 
  

 

 

 

98> VA 솔루션 라이선스 갱신 후 LASR 서버를 어떻게 시작하나요? 

 

1. SASVisual Analytics Hub 접속 (접속 URL http://xxxx:80/SASVisualAnalyticsHub) 

mailto:sasadm@saspw


 
 

 

58 

 

 

2. lasradm 계정으로 로그인 

 

3. 관리 페이지로 이동 

 

4. 메뉴에서 보기 → LASR 서버 선택 

 

5. LASR 서버 시작  

(상태가 녹색이면 실행 중, 빨간색이면 정지된 상태입니다. 

 

 

99> 32bit 에서 만들어진 dataset 을 64bit 에서 어떻게 읽나요? 

 

32bit PC 에서 PROC CPORT 로 만든 파일을 64bit 에서 PROC CIMPORT 로 읽어서 dataset 을생성하

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32bit PC 에서 내보내기] 

       1) PC 에서 SAS 실행. 

       2) 아래 코드를 활용하여 내보내기. 

libname a "c:\temp"; 

proc cport library =a file="c:\temp\test.dat"; 

        run; 

 

[64bit PC 에서 읽기] 

libname b "c:\temp"; 

proc cimport library=b file ="C:\temp\test.dat" ; 

        run; 

 

 

100> SAS 설치 이미지가 32bit 인지 64bit 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설치파일 폴더 → Install_doc → 숫자폴더 → soi.html 파일을 열어 보시면, Operating System 부분

에 xxxx_Win_X64 로 되어 있으면 64bit 입니다.  

32bit 용은 "Operating System: Microsoft® Windows® Workstation 32-bit" 표시되어 있습니다 

 

 

101> SAS 의 변수값 길이가 32767byte 이상 지정할 수 있나요? 

 

SAS 에서는 최대 32,767byte 까지 변수길이로 지정 가능합니다. 그 이후의 길이는 절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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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SAS batch 작업에서 발생하는 경고메시지를 무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SAS Config/Lev1/BatchServer/sasbatch.sh 파일을 아래와 같이 수정해 보십시요.  

  *  comment 처리 (#) 부분 제거  

 

[수정전] 

exec "$SAS_COMMAND" -noxcmd -lrecl 32767 "$@" "${USERMODS_OPTIONS[@]}" 

# Add this code to capture exit=1 (SAS warning) and make it exit=0 

# Comment out exec line above and uncomment the code below to allow the return code to be 

captured 

#"$SAS_COMMAND" -noxcmd -lrecl 32767 "$@" "${USERMODS_OPTIONS[@]}" 

#rc=$? 

#if [ $rc -eq 1 ]; then 

#  rc=0 

#fi 

#exit $rc 

 

[수정후] 

#exec "$SAS_COMMAND" -noxcmd -lrecl 32767 "$@" "${USERMODS_OPTIONS[@]}" 

# Add this code to capture exit=1 (SAS warning) and make it exit=0 

# Comment out exec line above and uncomment the code below to allow the return code to be 

captured 

"$SAS_COMMAND" -noxcmd -lrecl 32767 "$@" "${USERMODS_OPTIONS[@]}" 

rc=$? 

if [ $rc -eq 1 ]; then 

  rc=0 

fi 

exit $rc 

 

 

103> SAS 설치 시, 기술지원 사이트번호가 맞지 않다는 오류메시지가 발생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설치파일의 기술지원사이트번호와 갱신라이센스의 기술지원사이트번호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아래와 같이 setup.exe 를 실행하실 때 옵션을 추가하시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시작 > cmd 입력 하여 검색되는 cmd.exe 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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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S 설치 파일(setup.exe 파일)가 위치한 경로로 cd 명령문을 이용하여 이동 

예) setup.exe 가 C:\SAS Software Depot\setup.exe 경로에 있는 경우, 

    cd C:\SAS Software Depot  

 

  CD 로 설치하는 경우, 혹은 다른 드라이브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d 를 추가적으로 입력 

(예: E 드라이브) > cd /d E:\sas software depot 

 

3. 이동 후, “-nosidvalidate”옵션 추가하여 setup.exe 실행 

   setup.exe -nosidvalidate 

     

 

4. SAS 소프트웨어 설치 진행 

 

 

104> PROC OPTGRAPH 를 사용하려면 필요한 라이선스는 무엇인가요? 

 

아래의 SAS license 가 필요합니다.  

For access to PROC OPTGRAPH, your site must have a license for Social Network Analysis (SNA), 

Customer Link Analysis (CLA) and they must be installed on your SAS 

 

 

105> 'OLE: 개체의 클래스가 레지스터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OLE: 개체의 클래스가 레지스터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오류메시지는 통

상 확장편집기가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있는 가이드를 따라 확장편집기 재설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SAS 설치 사용하셨던 CD 또는 설치 파일을 이용하셔서 확장편집기 재설치를 진행 부탁드립니다. 

(단, SAS 를 종료한 상태에서 아래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아래 경로의 폴더명 변경 

(경로)  C:\Program Files\SAS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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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nhancedEditor 폴더 이름을 Enhancededitor_old 로 변경 

  

2. 시작 > cmd 입력 후 엔터  

 (또는  시작 > 모든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 > 명령프롬프트 > 오른쪽클릭 '관리자권한으로 

실행') 

 

  

3. SAS 설치 이미지(\setup.exe 파일)가 위치한 경로로 cd 명령문을 이용하여 이동 

       예) setup.exe 가 C:\SAS Software Depot\setup.exe 경로로 확인된 경우 

           cd C:\SAS Software Depot  

   CD 로 설치하는 경우 혹은 다른 드라이브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d 를 추가적으로 입력(예: 

E 드라이브) > cd /d E:\sas software depot 

  

4. 이동 후, 옵션문 추가하여 setup.exe 실행 

              Setup.exe –nosasupdate -allselectable 

  

5. SAS 소프트웨어 설치 클릭 후 다음 > 추가 소프트웨어 설치 클릭 후 다음  



 
 

 

62 

 

            

6. 설치할 제품 선택 부분에서 ‘SAS Enhanced Editor’를 선택 후 설치 진행  

    

7. 설치 완료 후, SAS 를 실행하여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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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SAS Metadata crash 에 의해 서비스 시작이 불가한 경우 조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래 절차에 따라 SAS Metadata 를 복구한 후 서비스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1. SAS SASHome 과 config 디렉토리의 내용을(하위 디렉토리 포함) backup 한다.  

  . SAS 서비스 중지 

. root 계정으로 SASHome 과 Config 폴더 하위모든 파일과 권한을 포함하여 backup 실행 

   >tar -cpvf  Backup 파일명.tar  /<SAS 설치경로>/sashome 

   >tar -cpvf  Backup 파일명.tar  /<SAS 설치경로>/config 

 

2. SAS Metadata 복구한 후 SAS 서비스를 재시작하여 EG 프로젝트 파일 확인  

. /<SAS 설치경로>/config/Lev1/SASMeta/MetadataServer/MetadataServer.sh recover 

. SAS 서비스 재기동 

. EG 에서 Project 파일 확인 

 

3. 위 2 번과 같이 조치해도 동일한 오류가 발생한다면 SMC 에서 SAS Metadaa 복구다시 확인 

. SAS 서비스 중지 

  . SAS Metadata 서비스 시작  

/<SAS 설치경로>/config/Lev1/SASMeta/MetadataServer/MetadataServer.sh start 

. SMC 로 접속하여 메타데이터 복구(정상적으로 작동한 날짜의 백업을 선택해서 복구) 

(예) 특정일자(1 월 7 일) 백업을 마우스 오른쪽클릭하여 "이백업에서 복구"선택 → 실행 

  

 

106> SAS 코드를 실행하면 “"로그 창 가득참" 팝업이 뜹니다.  

 

아래 구문을 SAS 코드 제일 상단에서 추가하시고 실행해 보세요. 새로 생성될 로그의 경로는 변경

하시고, 로그가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roc printto log="/tmp/abc.log"; 

run; 

 

 

107> 테이블의 인덱스가 손상되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래의 sample code 를 참고하시어 dataset 을 repair 해 보시기 바랍니다.  

 

proc datasets library=<라이브러리 이름>; 

     repair <테이블이름>;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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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air 참고: 

  

https://go.documentation.sas.com/?docsetId=proc&docsetVersion=9.4&docsetTarget=p0ve5g6x5vtjr

kn1llarizdwfe6e.htm&locale=en 

 

 

108> sas.servers 스크립트를 삭제하였습니다. 재 생성할 수 있을까요? 

 

아래의 코드를 실행하면 sas.servers script 가 재생성됩니다.  

 

> /<SAS-configuration-directory>/LevN/generate_boot_scripts.sh  

 

 

109> SAS Installation Qualification tool 의 결과 레포트를 특정 경로에 생성하고 싶습니다. 

 

sasiqt 명령어에 -out 옵션으로 결과 레포트의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ex) sasiqt.exe -out "c::\result"  

 

 

110> SPSS 의 테이블 파일을 SAS 에서 Import 가 가능한가요? 

 

아래 절차에 따라 Import 하시면 됩니다. 다만, “SAS/ACCESS interface to PC Files” 제품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1.    SPSS 에서 SPSS portable 파일로 저장(.por) 

2.    SAS 에서 proc convert 로 SPSS 파일 불러오기 

   filename myfile '<1 번에서 저장한 por 파일명>'; 

       proc convert spss=myfile out=<dataset 명 지정>;  

   run; 

 

 

111> "x.xxx.data is shorter than expected use PROC DATASETS; REPAIR to fix it" 오류가 발생합니다. 

 

Dataset 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Dataset 을 재생성하시거나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어

repair 해 보시기 바랍니다.  

 

proc datasets library=<라이브러리명> nolist; 

 repair <데이터셋명> (memtype=data); 

https://go.documentation.sas.com/?docsetId=proc&docsetVersion=9.4&docsetTarget=p0ve5g6x5vtjrkn1llarizdwfe6e.htm&locale=en
https://go.documentation.sas.com/?docsetId=proc&docsetVersion=9.4&docsetTarget=p0ve5g6x5vtjrkn1llarizdwfe6e.htm&local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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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Repair 참고: 

  

https://go.documentation.sas.com/?docsetId=proc&docsetVersion=9.4&docsetTarget=p0ve5g6x5vtjr

kn1llarizdwfe6e.htm&locale=en 

 

 

112> Visual Analytics 에서 리포트 접근시 "리포트 손상됨" 오류가 발생합니다. 

 

리포트가 손상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새로운 리포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 리포트 편집모드 시작 

2. ctrl+alt+shift+b 를 눌러서 진단의 XML 수정모드 진입  

3. XML 전체 선택 후 메모장에 복사 

3. 리포트 새로 만들기 -> 전체 붙여넣기 -> 로드.  

 

 

113> SAS 에서 내보내기를 하면 65,535 건만 표시가 됩니다. 전체를 내보내기하는 방법이 있나요? 

 

사용하시는 Microsoft Excel 이 2006 이전 버전이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Excel 2007 이후 버전을 사용하시면 1,048,576 건에 대해 data 처리가 가능합니다.  

 

 

114> SAS Dataset 파일을 csv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래의 매크로를 사용하여 변환하실 수 있습니다. 

 

 %macro csv_convert(path,dat);  

ods listing close; 

libname source "&path"; 

ods csv file="&path.\&dat..csv" ; 

proc print data=source.&dat noobs;run; 

ods _all_ close; 

ods listing; 

 %mend; 

 /** 변환방법 %csv_convert(경로,sas dataset 명)**/ 

 %csv_convert(c:\temp,ict_num); 

 %csv_convert(c:\temp,test); 

https://go.documentation.sas.com/?docsetId=proc&docsetVersion=9.4&docsetTarget=p0ve5g6x5vtjrkn1llarizdwfe6e.htm&locale=en
https://go.documentation.sas.com/?docsetId=proc&docsetVersion=9.4&docsetTarget=p0ve5g6x5vtjrkn1llarizdwfe6e.htm&local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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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sassrv 계정의 암호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O/S 에서 sassrv 계정의 암호를 변경한 후, 아래 절차에 따라 SAS Management Console 에 변경사항

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1. SAS Management Console 실행 

2. SAS Management Console → 사용자관리자 → "SAS General Server" 그룹 오른쪽 클릭 → 속성 

3. '계정'탭에서 sassrv 의 암호 변경 

   

4. 변경 적용 후 SAS 서버의 Objectspawner 서비스를 재기동  

 

 

115> SAS program 파일(.sas) 생성시 파일명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문자가 있나요? 

 

1.  & 문자는 Macro 변수를 뜻하므로 파일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 문자는 delimiters 로 사용될수 있으므로 파일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 또는 \ 문자는 시스템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파일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파일명 첫번째자리에 ! 문자는 시스템 변수이므로 파일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6> SAS 서버의 WebServer 버젼정보를 보이지 않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httpd.conf 파일을 수정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SAS 설치경로>/config/Lev1/Web/WebServer/conf/httpd.conf 파일의 가장 하단에 아래 두 줄을 

추가하신 후, WebSever 서비스를 재시작하시면 반영이 됩니다.  

 

ServerSignature Off 

ServerTokens Prod 

 

[WebServer 서비스 재시작 방법] 

/<SAS 설치경로>/config/Lev1/Web/WebServer/bin/httpdctl re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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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VA 신규 사용자 계정을 만들었는데, “…Publc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상세내용] 

SAS VA 신규 계정을 생성 후, SMC 에서 "Visual Analytics Users" 그룹을 추가한 뒤 로그인 하였으나, 

"Publc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Public 사용자는 이 SAS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하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자는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라는 메세지와 함께 접속이 불가능 합니다.  

 

[답변] 

Public 으로 분류되는 User 는 OS 에 계정이 생성되어 있지만 SMC 에 등록이 되지 않은 계정입니다. 

SMC 의 사용자 관리자에서 해당 계정명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18> SAS 9.4 서버의 웹서버에 SSL 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SAS 9.4 서버의 httpd-ssl.conf 파일에 내용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SAS Technical Support 로 연락 주십시요 

 

[예시] 

SSLCertificateFile "ssl/cert.pem" 

#SSLCertificateFile "ssl/hwgmine-dsa.crt" 

#   Server Private Key: 

#   If the key is not combined with the certificate, use this 

#   directive to point at the key file.  Keep in mind that if 

#   you've both a RSA and a DSA private key you can configure 

#   both in parallel (to also allow the use of DSA ciphers, etc.) 

SSLCertificateKeyFile "ssl/key.key" 

#SSLCertificateKeyFile "ssl/key.key" 

#   Server Certificate Chain: 

#   Point SSLCertificateChainFile at a file containing the 

#   concatenation of PEM encoded CA certificates which form the 

#   certificate chain for the server certificate. Alternatively 

#   the referenced file can be the same as SSLCertificateFile 

#   when the CA certificates are directly appended to the server 

#   certificate for convinience. 

SSLCertificateChainFile "ssl/Symantec-Chain_SHA2.p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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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SAS 에서 PROC SQL 로 Oracle 계정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아래의 구문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ECUTE ( 

   ALTER USER 계정명 IDENTIFIED BY "변경할 패스워드" REPLACE "기존 패스워드" 

)  

 

 

120> SAS 테이블(dataset) 생성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는지요? 

 

SAS 라이브러리에 있는 table 정보는 sashelp.vtable dataset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sample code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oc sql; 

      create table work.contents as  

      select * from sashelp.vtable; 

  quit;.  

 

 

120> Batch 작업 중에 파일을 복사하는 작업이 있는데, "xcopy"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세내용]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x "del /q ""&SASMETAPATH.\schedule.sas7bdat   & exit""";                                                

x "del /q ""&SASMETAPATH.\joblist.sas7bdat   & exit""";                                                 

x "xcopy ""&SASMETALINK.\schedule.sas7bdat""  ""&SASMETAPATH.\*.*"" /y /q /c  & exit";                  

x "xcopy ""&SASMETALINK.\joblist.sas7bdat""  ""&SASMETAPATH.\*.*"" /y /q /c  & exit"; 

 

[답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SAS Dataset 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예시 참고하세요.  

 

1. PROC MIGRATE 이용 

LIBNAME NEW 'c:\temp1'; 

LIBNAME OLD 'c:\temp2'; 

PROC MIGRATE IN=OLD OUT=NEW;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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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C COPY 를 이용 

/* 1. SAS Dataset 을 Transport 파일로 생성 */ 

LIBNAME TRAN XPORT 'c:\temp2\transfile';       

LIBNAME OLD 'c:\temp2'; 

PROC COPY IN=OLD OUT=TRAN; 

RUN; 

 

 

/* 2. Transport 파일을 SAS Dataset 생성 */ 

LIBNAME TRAN XPORT 'c:\temp2\trans'; 

LIBNAME NEW 'c:\temp1'; 

PROC COPY IN=TRAN OUT=NEW; 

RUN; 

 

 

121> 패스워드를 암호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래 Sample code 와 같이, SAS 에서 "PROC PWENCODE" Procedure 를 실행하시면 암호화된 비밀

번호를 실행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ample code] 

proc pwencode in="saspw913";  

run; 

 

[암호화된 Password] 

{SAS002}DA9A0A5C444FA014032E514C0735ABF9 

 

[사용] 

%LET EDM_PW = "{SAS002}DA9A0A5C444FA014032E514C0735ABF9";.  

 

 

122> 잠금된 Campaign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Query 또는 Program source 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래 절차에 따라 Locking 된 campaign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SASHOME>/SASCustomerIntelligenceUtilities/6.x/ 경로로 이동 

 

2. 아래 명령어를 실행(version 에 따라 실행 명령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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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ciutils_console -userid sasadm@saspw -password xxxx -cleanuplocks -metaserver <server name> 

-metaport <metadata server port normally 8561> 

 

또는  

 

sasciutils -userid sasadm@saspw -password xxxx -cleanuplocks -metaserver <server name> -

metaport <metadata server port normally 8561> 

 

3. 명령어 실행결과 

 

2018-07-20 16:16:12: Locked Objects on xxxx 

 

       Name                      Type            Locked By                 When OMR Tag 

 2018-07-20 16:16:12: 0 active locks. 

 

 

123> SAS dataset 에 포함된 컬럼명을 확인하는 로직이나 함수가 있는지요? 

[상세내용] 

SAS dataset 에 var1 이라는 컬럼명이 존재하면 var1 에 대해서 해쉬 함수를 통해서 암호화 작업을 

하고,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SAS 코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SAS dataset 에 포함된 컬럼명을 확인하는 로직이나 함수가 있는지요? 

 

[답변] 

SAS dataset 에 특정 컬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전달드리니 "사용예"를 참고하셔서 응용하

시기 바랍니다.  

 

[사용예] 

proc sql; 

   create table aa as select libname, memname, name 

   from dictionary.columns 

   where libname = 'SASHELP' and memname = 'ZIPCODE';  

quit; 

 

data _null_; 

   set aa; 

   if libname = 'SASHELP' and memname = 'ZIPCODE' and upcase(name) = 'ZIP' then put "found!!";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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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문제가 없던 코드에서 “ERROR: 카탈로그 'WORK.SASMACR'(으)로부터 헤더 정보를 읽을 수 없습니

다”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상세내용] 

Batch 작업에서 처음으로 본 오류가 발생하여 원인파악을 문의 드립니다. 

해당 프로그램 수정은 한번도 없었으며 평소에 잘 돌았던 코드이며, 오류메시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WARNING: 명백한 매크로 PARSE_SAS_LOG 불러오기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문장이 올바르지 않거나 적당한 순서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ERROR: SAS 시스템으로 매크로 라이브러리를 열지 못했습니다. 

ERROR: 카탈로그 'WORK.SASMACR'(으)로부터 헤더 정보를 읽을 수 없습니다. 

...  

오류가 발생한 이후, 수작업으로 실행하니 정상적으로 Batch 작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답변] 

해당 현상에 대해 확인한 결과, 다수의 유사사례가 있었고 SAS 에서는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

치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backup program, antivirus program, encryption, or an indexing application(Google 

Desktop) 등의 3'rd party S/W 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is problem is likely caused by third party software.  

In many cases it is a backup program, antivirus program, encryption, or an indexing application like 

Google Desktop that is accessing or touching the SAS temporary files while they are in use by SAS.  

 

If a backup program or virus scan is running on a interval, that would explain why the problem is 

intermittent. 

 

*  To fix the lock, add SAS file extensions to the exclude list of the interfering application. You 

should exclude .lck , .sd2, .sc2 , .SPDS, and .Sas* 

 

---  CAUTION: take care when excluding non-temporary SAS data sets from a backup. SAS 

Recommends that backups occur when SAS is not running. 

 

---  NOTE: the "star" in .Sas* This is to include: 

 

.sas7bdat /* DATA */ 

.sas7butl /* UTILITY */ 

.sas7bput /* PUT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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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7bcat /* CATALOG */ 

.sas7bpgm /* PROGRAM */ 

.sas7bndx /* INDEX */ 

.sas7bvew /* VIEW */ 

.sas7bacs /* ACCESS */ 

.sas7bmdb /* MDDB */ 

.sas7bfdb /* FDB */ 

.sas7bitm /* ITEMSTOR */ 

.sas7baud /* AUDIT */ 

.sas7bbak /* BACKUP */ 

.sas7bdmd /* DMDB */ 

.sas7bods /* SASODS */ 

.sas /* SAS program file */ 

 

*  Depending on how the exclusion list works, it may be better to list each file type. 

 

If the problem application is not a backup program or virus scan then the cause is still probably a 

third party program.  

 

A way to determine which program(s) are causing this is to use Microsoft Sysinternals called Process 

Monitor.  

 

You can download Process Monitor for free from Microsoft at, http://technet.microsoft.com/en-

us/sysinternals/bb896645.aspx?PHPSESSID=d926 

 

125> Flow manager 를 실행하면 "Invalid time zone"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상세내용] 

PC 의 host 파일에는 LSF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는 서버정보를 등록하였고,  

"C\Program Files (x86)\IBM\Platform Process Manager\conf\js.conf" 파일에 "JS_PORT" 명도 확

인하였고, 방화벽 설정 등에는 이상이 없는데 연결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답변] 

아래 link 에서 icu4j.jar 파일을 download 하신 후, 기존 파일을 갱신하시면 되는데 절차에 따라 진행

해 보시기 바랍니다.  

 

1. icu4j.jar 파일을 download 한다 

   http://download.icu-project.org/files/icu4j/64.1/icu4j-64_1.jar 

 

2. 기존 icu4j.jar 파일을 backup 한다 

http://technet.microsoft.com/en-us/sysinternals/bb896645.aspx?PHPSESSID=d926
http://technet.microsoft.com/en-us/sysinternals/bb896645.aspx?PHPSESSID=d926
http://download.icu-project.org/files/icu4j/64.1/icu4j-64_1.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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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rogram Files (x86)\Platform Computing\Platform Process Manager\8.1\lib\java\icu4j.jar    

   → C:\Program Files (x86)\Platform Computing\Platform Process Manager\8.1\lib\java\icu4j.jar.bak 

 

3. download 한 파일을 기존 경로에 저장한다 

  C:\Program Files (x86)\Platform Computing\Platform Process Manager\8.1\lib\java\icu4j.jar 

 

4. LSF/PM 서비스를 재시작한다 

 

 

126> 한글 SAS 로 만든 dataset 을 유니코드지원 SAS 에서 읽으면 한글이 일부 짤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SAS 관련 프로그램을 종료하시고 아래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신 후, EG 를 재시작하여 정상적으로 실

행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한글 SAS(euc-kr)는 2byte 에, 유니코드지원 SAS(utf8)는 3byte 에 한글 한글자를 표현합니다.  

따라서, 유니코드지원 SAS 를 이용해서 한글 SAS 에서 만든 SAS dataset 을 읽어오면 인식하는 길이 

차이로 인해 한글이 일부 짤려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libname 문장에 "cvpmultiplier"옵션을 지정하면, 지정된 값을 곱한만큼 컬럼

길이를 늘려서 인식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libname 문에 "cvpmultiplier"옵션을 지정하면 SAS dataset 의 컬럼길이가 1.5 배 길게 

지정됩니다.  

   libname test "C:\temp" cvpmultiplier=1.5;  

 

127> MATables 폴더안의 파일(.sas7bdat)파일들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상세내용] 

SAS Marketing Automation 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정 디렉토리의 Disk 사용량이 과다해서 확인해 보니, 폴더명이 

~/SASCustomerIntelligence/CampaignManagement/data/MATables 입니다.  

관리자가 MATables 폴더안의 파일(.sas7bdat)파일들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Release Tables Utility"를 이용해서 해당 파일들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Release Tables Utility"는 MATables 폴더에 존재하는 날짜가 오래되어 더 이상 필요치 않는 Table

들을 Disk 에서 제거합니다. 관련된 Campaign 들은 초기화되며 Count 도 reset 됩니다.  

"Release Tables Utility"를 실행하는 계정은 모든 Campaign 에 Write / Update 할 수 있는 권한이 있

어야 합니다. 

아래 link 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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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upport.sas.com/documentation/solutions/ci/6.5/en/PDF/maag.pdf 

 

 

128> SAS Objectspawner Console log 파일의 크기가 과도하게 큽니다. 해당 로그 파일을 rolling 시키는 방

법이 있는지요? 

 

Objectspawner Console log 는 rolling 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파일의 size 가 커질 경우, SAS 서비스를 중시하신 후, 해당 파일을 

rename/delete/move 하셔도 시스템 영향은 없으며, 다시 SAS service 가 시작되면 새로운 파일이 생

성이 됩니다.  

 

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도 로그가 생성되지 않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 수정 대상 파일: <config dir>/Lev1/ObjectSpawner/ObjectSpawner.sh 

- 수정 내용:  

    … $LOGSDIR/ObjectSpawner_console_${HOSTNAME}.log 2>&1 &”  부분을  … /dev/null 2>&1 

&" 으로 변경(수정 후에 SAS ObjectSpawner service restart 필요함)  

 

 

129> LSF 스케줄러에서 실행된 SAS batch 작업의 로그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래 순서로 찾으신 "스케줄 상세 정보"에서 로그의 경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MC(SAS Management Console) → "플러그인" 탭 → "스케쥴 관리자" → 해당 Flow 선택 → 대상 

작업 선택 후, 오른쪽 마우스 click → "속성" 선택 → "스케줄 상세 정보" 선택 후 명령행에서 로그 

경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0> SAS 서버의 운영체제가 AIX 인데, SSH256 으로 encryption 된 password 를 인식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SASHOME>/SASFoundation/9.4/utilities/bin/sasauth.conf" 파일을 vi editor 로 열고, 

2. "methods"와 "AIX_USE_AUTHENTICATE" 옵션의 설정값을 확인합니다.  

... 

methods=pw     

... 

AIX_USE_AUTHENTICATE=TRUE  <-- "#AIX_USE_AUTHENTICATE=TRUE"에서 "#" 를 제거 합니다. 

...  

3. 저장 후, EG 에서 인증오류가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http://support.sas.com/documentation/solutions/ci/6.5/en/PDF/maa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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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계정관리를 위해서 SMC 에 등록된 계정을 모두 읽어내는 방법이 있나요?  

 

아래 macro 를 EG 에서 실행하신 후, work library 에 생성된 dataset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DUIMPLB(libref=work); 

 

또는, 아래 link 에 보시면 추출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go.documentation.sas.com/?docsetId=lrmeta&docsetTarget=p1k9zipe59ha2an1pq34gu143lay.

htm&docsetVersion=9.4&locale=en 

 

 

131> SAS dataset 을 UTF8 형태의 text 로 BOM 이 없이 export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상세내용] 

SAS dataset 을 utf-8 형식의 text 파일로 아래 코드를 이용해서 export 하고 있습니다.  

 

filename exprt '/mship/t01/A018006/product.txt' encoding="utf-8"; 

proc export data=pd_cls 

outfile=exprt 

replace 

dbms=dlm; 

delimiter='|'; 

run; 

 

그런데, export 된 data 가 UTF-8 BOM 형태의 파일로 생성되는데, BOM 이 없이 출력하는 방법을 알

고 싶습니다.   

[답변] 

아래 옵션을 export 구문에 앞서 실행하신 후에 export 해 보시기 바랍니다.  

 

options nobomfile; 

 

아래 link 에서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pport.sas.com/documentation/cdl/en/nlsref/61893/HTML/default/viewer.htm#a003105792.htm 

 

 

133> SAS work 폴더에 생성되는 파일 권한을 770 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SASHOME>/SASFoundation/9.4/sasv9.cfg 파일에 WORKPERMS 옵션을 지정하면 권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WORKPERMS 770  

https://go.documentation.sas.com/?docsetId=lrmeta&docsetTarget=p1k9zipe59ha2an1pq34gu143lay.htm&docsetVersion=9.4&locale=en
https://go.documentation.sas.com/?docsetId=lrmeta&docsetTarget=p1k9zipe59ha2an1pq34gu143lay.htm&docsetVersion=9.4&locale=en
http://support.sas.com/documentation/cdl/en/nlsref/61893/HTML/default/viewer.htm#a00310579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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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 활용 – EG] 

 

1> Enterprise Guide 를 서버에 연결하고 싶습니다. 

EG 를 서버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hosts 파일 등록 및 port 확인이 필요합니다. 8561, 8591 port 가 정

상적으로 open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아래가이드에 따라 hosts 파일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리자 권한으로 메모장 실행 – [파일]에서 [열기] 

C:\Windows\System32\drivers\etc 경로로 이동 후 [모든파일] 

 

 

2. hosts 파일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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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할 SAS Server IP 와 Hostname 등록 후 [저장] 

 

 

4. SAS Enterprise Guide 접속 

메뉴 바) 도구>[연결 C]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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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 클릭 

 

 

6. 이름 : 프로파일에 사용할 이름 

(hostname 과 동일하게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컴퓨터 원격(R) : 연결할 컴퓨터 Hostname 입력 

포트(P) : 8561(설치 시 Metadata Server Port) 

사용자 : 서버연결에 사용할 계정 ID 입력 

암호 : 서버연결에 사용할 계정 PW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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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활성화] 클릭 

 

 

8. 연결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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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s 파일을 실행하면 Enterprise Guide 에서 열리거나, 오류가 납니다. 

 

해당 현상은 확장자 형식이 정상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아래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SAS 파일 유형관리’에서 각 파일 유형에 연결할 제품을 선택 

[SAS 9.3]: 시작> 모든 프로그램> SAS > Utilities > [SAS 파일 유형관리] 

 (단, OS 가 windows7 이라면, 마우스 우클릭 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함.) 

 

아래 링크에서 SAS 버전에 맞는 부분을 참고하여 작업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URL1] http://support.sas.com/kb/32/464.html 

 

1. [SAS 파일 유형관리] 클릭 

2. 'SAS Foundation 9.x' 선택 

3. '모두 선택' 클릭 후 '확인' 클릭 

4. 다시 [SAS 파일 유형관리] 클릭 

5. 'SAS Enterprise Guide' 클릭 

6. '모두 선택' 클릭 후 '확인' 클릭 

 

[SAS 9.4] 시작> 모든 프로그램> SAS > SAS Deployment Manager 9.4 > [SAS 파일 유형관리] 선택 후 

[다음] 클릭 > [Base SAS(64-bit 또는 32-bit)] 선택 > 시작 > 마침 

 

위의 링크를 보시고 작업한 이후에도 문제가 있을 경우엔, 아래와 같이 파일 형식을 직접 지정할 수

도 있습니다. 파일형식 변경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파일형식 변경을 하고 싶은 .sas 파일을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 -> [속성] 클릭  

2. 연결 프로그램에서 [변경] 선택 →  

   C:\ProgramFiles<SAS 를 설치한 경로\SASHome\SASFoundation\9.x\core\sasexe 

 [열기] 클릭 후 확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URL2] https://support.sas.com/kb/45/779.html  

 

 

 

 

 

 

 

 

http://support.sas.com/kb/32/464.html
https://support.sas.com/kb/45/7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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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nterprise Guide 사용시, “…'sas.iomprovider.1' 공급자는 로컬 컴퓨터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문의주신 EG 오류는 SAS Integration Technologies 및 OLEDB 모듈이 손상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설치

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존 설치 시 사용하셨던 DVD 또는 설치 이미지로 아래 경로에 있는 파일을 이용하여 재설치 하신 

후,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시작 > cmd 입력 후 엔터 

2. SAS 설치 이미지(Setup.exe)가 위치한 경로로 이동 

예) cd /d C:\SAS Software Depot 

   CD 로 설치하는 경우(예: E 드라이브) : cd /D E:\SAS Software Depot 

3. 이동 후, 옵션문 추가하여 setup.exe 실행 

Setup.exe -nosasupdate 

4. (설치할 제품 목록 중 Integration Technologies client 만 체크)  

5. 설치 완료 후, SAS 정상적으로 실행 되는지 확인 

 

 

 

4> Enterprise Guide 사용 시, “…PUBLIC user is lacking basic authorization to continue…” 오류가 발생합

니다.  

 

 해당 오류는 현재 EG 에 연결한 계정에 권한이 없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개인별 계정을 OS 에 등록(생성) 후,  

 SMC 에도 해당 계정 등록을 하였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사용자등록 가이드] http://www.sas.com/offices/asiapacific/korea/support/down/SAS_user.pdf 

 

 

5> Enterprise Guide 사용 시, “…The machine name could not be resolved to an IP address…” 오류가 발

생합니다.  

 

해당 오류는 hosts 파일에 SAS 서버의 IP 가 잘못 설정되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아래경로에 잇는 파일내용을 정상적으로 서버에 접속하는 User 의 내용과 비교해주시기 바랍니다. 만

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 파일은 반드시 백업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C:\Windows\System32\drivers\etc\hosts 

(확인내용) 파일 하단의 연결하려는 서버의 ip 와 hostname 

      예 : 111.11.11.111  test 

http://www.sas.com/offices/asiapacific/korea/support/down/SAS_us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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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프로파일 설정 시, 컴퓨터-원격 하단의 내용에는 IP 가 아닌 host 명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6> Enterprise Guide 를 프로파일 설정 없이 로컬로 사용 시, 

“…System.Runtime.InteropServices.COMException (0x80080005): 서버 실행이 실패했습니다…” 오류가 발

생합니다.  

 

서버에 연결한 상태가 아닌 로컬에서 실행했을 때, 해당 오류가 발생하였다면  

SAS 9.X(한국어)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SAS 제품의 라이선스가 만료되었을 경우, 해당 오류가 발생합니다.  

갱신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갱신하십시오. 갱신방법은 고객지원 홈페이지의 갱신관련 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7> Enterprise Guide 를 실행하면, “…응용 프로그램을 제대로 초기화하지 못했습니다(0xc0000135). 응용 프

로그램을 마치려면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해당 메시지는 시스템 요구사항에 관련된 파일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아서 나타난 오류 메시지 

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십시오. 

Microsoft .net framework 관련 설치파일: \products\dotnet..로 시작하는 파일 

예) \products\dotnet__93112__prt__xx__sp0__1\w32\native\setup.exe 

\products\dotnet40__93122__prt__xx__sp0__1\w32\native\setup.exe 

\products\dotnet40lpdb__93112__prt__xx__sp0__1\w32\native_nls\ko\setup.exe(한국어언어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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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Visual C++ 관련 설치파일: \products\vcredist..로 시작하는 파일 

                예) \products\vcredist8__93202__prt__xx__sp0__1\w32\native\setup.exe 

 

Microsoft Visual Studio 관련 설치파일: \products\vsto 로 시작하는 파일 

                예) \products\vsto10__93202__prt__xx__sp0__1\w32\native\setup.exe 

 

해당 설치파일은 SAS 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pre-requisite 파일로 위 경로로 이동하셔서 설치 

하실 때 오류가 발생한다면, MS 홈페이지에서 직접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8> Enterprise Guide 실행 시, 자동으로 SAS Code 를 실행시키고 싶습니다. 

 

EG 메뉴 -- 도구 > 옵션 > SAS 프로그램 > 서버가 연결될 때 SAS 코드 실행 체크 > 편집 > 자동

실행할 내용 입력 > EG 종료 후 실행 

[관련 Site] http://support.sas.com/kb/24/484.html 

 

 

9> 간혹 Enterprise Guide 에서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할 경우, “ERROR: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명>’이(가) 

할당되지 않았습니다.”와 같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문의하신 오류가 발생한 라이브러리는 Meta 에 등록된 라이브러리로, 위 오류는 아직 Enterprise 

Guide 에 해당 라이브러리가 할당되지 않아 발생한 오류입니다. 

 라이브러리 할당은 Enterprise Guide 에서 라이브러리 선택 후 오른쪽 마우스-> 할당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물론, 라이브러리를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할당이 이루어 집니다.) 해당 라이브러리는 할당

이 이루어진 후에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Enterprise Guide 를 사용 시, “The repository identifier is invalid. A Reposit parameter must be of 

the form A0000001.XX “ 오류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EG 의 구성정보가 있는 파일이 손상되어 발생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SAS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종료하고 아래 디렉터리를 삭제해주신 후 EG 를 다시 시작해보시기 바랍

니다. 

 

[경로] C:\Users\<user id>\AppData\Roaming\SAS\Enterprise Guide\x.x 

(AppData, Application Data 폴더가 보이지 않을 경우 윈도우탐색기에서 폴더에 대해 숨김파일, 폴

더 및 드라이브 표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upport.sas.com/kb/24/4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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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동일한 에러가 발생시, EG 와 위 디렉터리를 모두 삭제하신 후 안전모드에서 재설치 해주시

기 바랍니다. 

1. 제어판에서 EG 삭제 

2. EG 디렉토리 삭제 (예) C:\Program Files\SAS\EnterpriseGuide 

3. !appdata 폴더에서 EG 삭제  

(예) C:\Users\<user id>\AppData\Roaming\SAS\Enterprise Guide\x.x 

4. 설치 진행 

 

 

11> SAS EG 에서 SAS dataset 을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기 할 때, 문자형식 데이터에 " " 가 붙지 않게 하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EG 에서 SAS Dataset 을 내보내기할 때, 변수의 값마다 따옴표가 붙는 부분 중 

숫자값에 한해서만 따옴표를 없애는 기능은 다음 절차를 통해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도구➔옵션➔데이터➔성능➔‘텍스트 형식으로 데이터 저장할 때 스키마 정보 포함’ 체크, 확인 

  

다만, 문자와 숫자값 모두 따옴표를 없애고 싶다면, EG 에서 해당 기능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txt 파일로 내보낸 후, 메모장에서 따옴표를 없애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메모장에서 편집 ➔ 바꾸기 ➔ “(따옴표)를 빈칸으로 모두 바꾸기 작업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12> Enterprise Guide 를 실행했을 때, “System.Runtime.InteropServices.COMException (0x8004274C): 

Could not establish a connection to the SAS server …) 메시지가 뜨면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우선 SAS Service 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버의 SAS 서비스 확인 (ObjectServer 의 status 가 up 혹은 시작됨 상태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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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비스가 stop 된 경우 

         - 서비스 restart 

 

다른 사용자는 접속이 이루어지지만, 현재 사용자만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2. 현재 사용자 컴퓨터에서 서버에 8561, 8591 포트 연결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령프롬프트에서 >> telnet <서버 명> 8561  

                             >> telnet <서버 명> 8591 

         2.1. 연결 안 되는 경우 ➔ 현 사용자 컴퓨터에서 방화벽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2.2. 연결되는 경우  

          - 사용자 컴퓨터의 hosts 파일(C:\WINDOWS\system32\drivers\etc )에 서버등록확인 

 

 

 

13> EG 사용 중, “…System.NullReferenceException 개체 참조가 개체의 인스턴스로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류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SAS 관련 프로그램을 종료하시고 아래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신 후, EG 를 재시작하여 정상적으로 실

행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SAS 종료 후, 시작>실행> cmd 입력 후 엔터 

2. EG 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터리로 이동  

  예) cd c:\program files\sashome\sasenterpriseguide\x.x 

3. rename EG user-profile 폴더 

(AppData, Application Data 폴더가 보이지 않을 경우 윈도우탐색기에서 폴더에 대해 숨김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C:\Users\<user-ID>\AppData\Roaming\SAS\EnterpriseGuide\x.x 

 

 

14> Enterprise Guild 에서 SAS 테이블이 어느 위치, 어느 폴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

니다. 

 

서버리스트에서 SAS테이블이 있는 라이브러리를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 > “속성”에서 

확인하시거나 “프로그램” > “새로운 프로그램”에 아래의 코드를 실행한 후 로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ame <라이브러리명>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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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libname work list; 

 

2    libname work list; 

NOTE: 라이브러리 참조=   WORK 

      범위=    Kernel 

      엔진=   V9 

      액세스=   TEMP 

      물리적 경로= C:\Users\koronk\AppData\Local\Temp\SAS Temporary 

Files\_TD17984_KORONK_ 

      파일 이름= C:\Users\koronk\AppData\Local\Temp\SAS Temporary 

Files\_TD17984_KORONK_ 

 

 

 

15> 사용자의 EG 접속기록(사용자 ID, IP, 로그인 시간, 로그아웃 시간 등)을 보고 싶습니다. 

 

 [Workspace Server Logging 방법] 

1. 서버의 아래 경로로 이동 

[경로] 예: <SAS가 설치된 경로>\config\Lev1\SASApp\SASWorkspaceServer 

2. sasv9.cfg 백업 후 open 

3. –logconfigloc란 경로에 logconfig.xml을 logconfig.trace.xml로 변경 후 저장 

예) “\SAS\config\Lev1\SASApp\SASWorkspaceServer\logconfig.trace.xml” 

4. 로그 적용시 새로 연결되는 사용자부터 Trace 됩니다. 

 

 

16> SAS 설치파일 중에 Enterprise Guide 만 설치하려면 어느 파일을 사용하여 설치하면 됩니까?. 

 

설치파일 중에 \standalond_installs\SAS_Enterprise_Guide_Independent_Installer\ 폴더에 있는 

실행파일을 실행하여 설치합니다. 

   예) C:\SAS Software Depot\standalone_installs\SAS_Enterprise_Guide_Independent_Installer 

단, 설치하기 전에 SAS S/W 설치 전,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준비한 후 설치하십시요. 

 

[SAS S/W 설치 전 주의사항] 

 1. 설치계정 : 관리자권한의 영문계정 

 2. 설치계정 Password : 영문, 숫자 포함하여 6자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3. 컴퓨터 이름 : 영문으로 구성 (영문,숫자 가능 - 한글이나 특수문자가 포함된 컴퓨터이름은 오류 

발생함) 

4. Depot(설치파일)의 디렉토리 명은 맨 앞에 공백없이 영문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Root path 는 

50자 이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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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C에 설치된 보안프로그램이나 바이러스 관련 프로그램의 차단으로 설치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보안프로그램이나 구동중인 바이러스 관련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작동을 중지시킨 

후 설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또한, setup.exe를 실행하실 때는 ‘오른쪽 클릭’ > '관리자권한으로 실행'으로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7> EG 에서 찾기 기능에 남아있는 history 를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EG  → 편집 → 찾기 history 를 삭제하려면 윈도우 레지스트리에서 삭제를 해야 합니다. 

** 윈도우 레지스트리 에서 다른 값을 삭제할 경우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1. EG 종료 

2. Windows 검색메뉴에서 “regedit” 실행 

3. 아래 ‘Search History’의 registry경로로 이동 

   *컴퓨터\HKEY_CURRENT_USER\Software\SAS Institute Inc.\Enhanced Editor\BIC_8.1\Search History  

4. Key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Search History-old)  

5. EG를 다시 시작하여 확인 

 

 

18> EG 실행 시, “SAS Enterprise Guided 을(를) 닫아야 합니다. … '.', 16 진수 값 0x00 은(는) 잘못된 문자입

니다. 줄 1, 위치 1…” 라는 응용프로그램 오류메시지가 발생합니다.  

 

EG 사용자 프로파일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SAS 종료 

2. 아래 사용자 디렉터리의 SAS폴더 삭제  

    삭제 폴더 경로 - C:\사용자\<user-ID>\AppData\Roaming\SAS  

       *. AppData, Application Data 폴더가 보이지 않을 경우, 윈도우탐색기에서 폴더에 대해 

숨김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를 선택 

3. EG 재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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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SAS EG 7.1 에서 '내보내기 → Excel'을 실행할 때, “Microsoft.Office.Interop.Excel.ApplicationClass 형

식의 COM 개체를 인터페이스 형식 'Microsoft.Office.Interop.Excel.Application' (으)로 캐스팅할 수 없습니

다. 라이브러리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MS Office 의 Excel registry key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며,  MS office 를 삭제한 후 재 

설치하여 주십시요..  

 

 

20> 사용자들이 EG 에서 서버의 데이터를 로컬컴퓨터로 가져오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은? 

 

1) SMC → 사용자관리자 → 수정이 필요한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 → 속성 선택 

2. 멤버에 부여된 Enterprise Guide 관련 역할 클릭 → 왼쪽 하단의 ‘속성’ 선택 

3. “작업” 탭 선택 

4. ‘Enterprise Guide X.X’ ➔ ‘저장 또는 배포’ 선택 후, 확장 

5. ‘파일을 로컬 컴퓨터로 저장’을 uncheck 후 저장 

 

 

21> Excel 파일 가져오기 할 때 transcode 오류가 발생합니다? 

 

[상세내용] 

ERROR: Failed to transcode data from U_UTF8_CE to U_EUC_KR_CE encoding because it contained 

characters which are not supported by your SAS session encoding. 

 

한글 SAS 에서 UTF8 encoding 된 Excel 파일을 읽을 때, 인식할 수 없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발

생하는 현상입니다.  

 

EG → 도구 → 옵션 → [SAS 프로그램] → “서버가 연결될 때 SAS 코드 실행” → “편집” 

options NORSASIOTRANSERROR;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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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G 를 실행하면 “ERROR: 루트 요소가 없습니다 “오류 발생합니다.  

 

해당 현상은 SAS Profile 이 저장된 파일이 손상을 입었을 때 발생하며, 아래 절차에 따라 조치하시

기 바랍니다.  

 

1) EG 종료 

2) 아래 경로의 SAS 폴더 rename (예: SAS_old) 

C:\Users\<user-ID>\AppData\Roaming\SAS  

* 폴더가 보이지 않을 경우, 윈도우탐색기에서 숨김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EG 재실행 및 Profile 설정 

 

 

23> EG 를 실행하면 “때 ~~\TaskBrowserOptions.xml' 경로에 대한 엑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오류가 발

생합니다.  

 

C:\사용자 폴더의 사용자 속성의 '숨김'을 비활성화하여 주세요. 폴더의 속성  '숨김' 세팅을 확인하

십시요.(비활성화) 

* “윈도우탐색기” → “C:\사용자” 폴더 오른쪽 마우스클릭 → 속성 → 숨김 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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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G 에서 파일 열기 시, 지정된 디렉토리는 어떻게 변경 하나요?  

 

SMC 에 로그인 하신 후,  

SASApp → SASApp-Workspace Server → 옵션 → 고급옵션 → 파일탐색으로 이동하신 후,  

“SAS 사용자루트”, “시스템루트”, “경로지정” 세 가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셔서 지정하실 수 있습니

다.  

 

 

25> EG 에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내보내기 할 수 없도록 제어할 수 있나요?  

 

SAS Management Console 에서 권한 관리 sasadm@saspw 계정으로 작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SMC”에 sasadm@saspw 계정으로 login → “사용자관리자” → “Enterprise Gudie: 고급” 선택 → “작

업” → “저장 또는 배포” 선택 후, 아래 항목을 모두 uncheck 

 

. 파일을 로컬 컴퓨터에 저장 

. 파일을 SAS 서버에 저장 

. SAS 콘텐츠를 Microsoft Office 로 보내기 

. 프로젝트를 로컬 컴퓨터에 저장 

. 프로젝트를 SAS 서버에 저장 

. 데이터를 로컬 컴퓨터로 내보내기  

 

 

 

 

26> EG 실행 시, “Metadata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PC 의 “C:\Windows\System32\drivers\etc\hosts” 파일에 SAS 서버 host 가 정상적으로 등록 

되어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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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AS metadata server port 가 방화벽에 양방향으로 open 되어 있는지 확인 

. port 번호: 8561(metadata server), 8591(workspace server) 

 

3)  SAS EG 종료 후, 

. C:\Users\<user-ID>\AppData\Roaming\SAS 폴더 삭제 

    . SAS EG 재실행 및 접속 설정 후, 테스트 

 

 

27> EG 에서 X command 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SMC 에서 “XCMD” 허용하도록 설정하시면 EG 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SMC 에 sasadm@saspw 계정으로 로그인 → 서버관리자 → SASApp-Workspace Server 오른쪽 클릭   

→ 속성 → 옵션 → 고급옵션 → XCMD 허용 체크 → SAS 서비스 재시작 

 

예제 1) 파일 copy 하는 방법에 대한 아래 예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ilename gsub pipe "cp /tmp/text.csv /tmp/aaa.csv"; 

data _null_; 

infile gsub;  

input;  

put _infile_; 

run;  

 

        예제 2)  EG 에서 x 명령어로 .sas 프로그램을 실행 

 x " 'C:\Program Files\SASHome\SASFoundation\9.4\sas.exe' -CONFIG 'C:\Program 

Files\SASHome\SASFoundation\9.4\nls\ko\sasv9.cfg' -sysin 'C:\Temp\xcmdtest.sas' -log 

'C:\Temp\xcmdtest.log' -print 'C:\Temp\xcmdtest.txt "; 

 

 

28> EG 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서버와의 세션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EG 와 SAS 서버간의 세션이 끊기는 현상은 Network(방화벽)에서 세션을 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입니다.  

 

아래와 같이 keepalivet 옵션을 설정하시면 끊김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SMC 에 admin 계정(sasadm@saspw)으로 Login → SASApp → SASApp-Logical Workspace Server 

→ SASApp-Workspace Sever → 속성 → 옵션 → keepalive=90 으로 설정 

(keepalive=90 설정의 의미는 SAS 서버와 EG 사이에 매 90 초마다 packet 을 주고 받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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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이 사용중임을 방화벽에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29> EG 애서 “System.OutOfMemoryException 형식의 예외가 Throw 되었습니다”오류가 발생합니다.  

 

EG 설치위치, “C:\Program Files (x86)\SASHome\x86\SASEnterpriseGuide\7.1”에 있는  

SEGuide.exe.config 파일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add key="ImportFixedWidthLookAhead" value="4096" /> 

 

 

30> EG 애서 “사용자는 라이브러리 WORK 에 대한 적절한 권한이 없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상세내용]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SAS IOM Data Provider 가 데이터 열기에 실패했습니다. 이 구성 요소는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

니다. SAS 기술 지원부로 문의하십시오. 

------------------------------------------------------------------------------------------------------- 

Excep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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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사용자는 라이브러리 WORK 에 대한 적절한 권한이 없습니다. 

 

[답변] 

 

1. EG 종료 

2. EG 설치 경로로 이동 

C:\Program Files<SAS 를 설치한 경로>\SASHome\SASASnterpriseGuide\7.1 

   1)SEGuide.exe.config 파일을 backup 한 후, 메모장으로 Open 

2) Remark 부분 제거 (<!--  ~~ -->) 

<?xml version="1.0" encoding="utf-8"?>ㄹ 

… 

<!--                                               제거 

<Environment> 

 <Variables> 

  <add name="EGTMP" value="c:\aatemp\egtemp" /> 

  <add name="TEMP" value="c:\aatemp\temp" /> 

  <add name="TMP" value="c:\aatemp\tmp" /> 

 </Variables> 

  </Environment> 

 -->                                              제거 

 

 

31> EG 의 메뉴를 영문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EG 메뉴 → 도구 → 옵션 → 일반 → “영어”로 변경 후, EG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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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G 에서 입력할 때 Typing 이 느려요.  

 

EG 메뉴 → 도구 → 옵션의 "하드웨어 랜더링 실행" uncheck 한 후 EG 재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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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The launch of the server process failed because of an invalid or inaccessible WORK library" 오류가 

발생합니다.  

 

발생된 오류는 SAS work 라이브러리 경로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아래의 code 를 이용하여 SAS work 라이브러리의 경로를 확인하신 후, 해당 경로에 모든 권한을 부

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roc options option = work; quit; 

 

 

34> Enterprise Guide 메뉴의 한글이 깨져서 보여집니다  

 

Windows 의 한글 설정이나 폰트파일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Windows 의 한글 설정을 확인 하시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다른 사용자의 PC 에서 아래 폴더의 폰

트들을 복사해서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C:\Windows\Fo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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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 활용 – Enterprise Miner] 

 

1> EM 에서 기존 프로젝트를 불러오려고 하면, “프로젝트를 열 수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물리적 위치를 

삭제했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상세내용] 

 

 

[답변] 

해당 문제는 생성한 EM Project 를 디스크에서 삭제한 경우 나타나는 현상 입니다. 

새로운 Project 를 새로운 경로에 생성하신 후 작업 진행 부탁드립니다. 

 

 

2> SAS 9.X > 솔루션 > 분석 > EM 실행시, “NOTE: Enterprise Miner 4.3 버전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

다”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솔루션 > 분석 > Enterprise Miner 를 클릭하여 실행하는 EM 은 4.3 버전으로 SAS 9.1.3 에 

최적화 되어 있으며 SAS 9.2 이상 버전에서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버전입니다. 

SAS 버전이 9.2 이상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Enterprise Miner Workstation(JAVA version)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로]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SAS > SAS Enterprise Miner Workstation 실행 

 

 

3> EM 15.2 (SAS 9.4 TS1M7) 에서 Enterprise Miner Java Web Start 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Enterprise Miner 15.2 (SAS 9.4 TS1M7) 버전은 Java Web Start 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Java Web Start (JWS)는 Java 9 와 오라클에서 더 이상 지원,업데이트,보안 fix 등을 제공하지 않기 때

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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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nterprise Miner 라이브러리 할당 방법 

 

 *라이브러리 할당 

 프로젝트 명 클릭 > 하단 프로젝트 시작코드 > 라이브러리 구문 입력 후 실행 및 닫기 

 

 

 

5> 기존에 생성한 Enterprise Miner Project 를 불러들이는 방법 

 

 아래와 같이 기존 프로젝트의 경로를 E-Miner 에서 지정하신 후, 정상적으로 로딩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새로운 프로젝트 생성 클릭 

 2. 이름 : 기존에 생성된 프로젝트명과 동일하게 지정 

    경로 : 기존 프로젝트가 저장되어 있는 경로 지정 

 예) 기존에 생성된 TEST 이름의 프로젝트가 C:\TEMP 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EM 종료 후,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젝트를 클릭하여 정상적으로 로딩이 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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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nterprise miner 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오류가 뜹니다. “이 서버 위치가 

다른 프로젝트 또는 SAS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되도록 이미 등록되었습니다…”  

 

EM을 실행할 때,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 >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7> EM 14.x  Java client 실행 시, “Error: Could not create the Java Virtual Machine. Error: A fatal 

exception has occurred. Program will exit..” 오류가 발생합니다. 

 

Enterprise Miner 14.x 와 호완되지 않는 java 1.8.0_xxx 가 설치된 환경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셔서 EM 버전에서 호완되는 버전의 Java 를 설치하십시요. 

 

(참고: 지원하는 Java 버전) 

EM 이 지원하는 Java 8 버전 http://support.sas.com/kb/61/038.html 

 

 

8> SAS E-Miner 에서 한글을 영문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EM 영문변경은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 아래 파일 open 

C:\Program Files\SASHome\SASEnterpriseMinerWorkstationConfiguration\XX.X\em.ini 

 

2. 파일 내 하단에 아래 두줄 추가 

JavaArgs_##=-Duser.language=en 

JavaArgs_##=-Duser.country=US 

 

예 1) 번호가 17 에서 끝난 경우 

JavaArgs_18=-Duser.language=en 

JavaArgs_19=-Duser.country=US 

 

 

예 2) 번호가 20 에서 끝난 경우 

JavaArgs_21=-Duser.language=en 

JavaArgs_22=-Duser.country=US. 

 

 

http://support.sas.com/kb/61/0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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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AS E-Miner 에서, “Enterprise Miner 프로젝트 생성시 “workspace 가 이미 사용 중입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SAS Enterprise Miner 서버에서 Object Spawner 를 재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Object spawner 재시작 방법] 

  1. 중지 : <SAS 설치경로>/config/LevN/ObjectSpawner/ObjectSpawner.sh stop 

  2. 시작 : <SAS 설치경로>/config/LevN/ObjectSpawner/ObjectSpawner.sh start 

 

 

10> Enterprise Miner 에 접속하는데 Java 관련 오류가 있습니다. Java 설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Enterprise Miner 접속에 사용되는 Java 관련 설정 사항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Program Files\SASHome\sassw.config 

… 

JREHOME=C:\SA\SASHome\SASPrivateJavaRuntimeEnvironment\9.4\jre\bin\java.exe 

SASHOME=C:\SA\SASHome 

PRIVATEJREHOME=C:\SA\SASHome\SASPrivateJavaRuntimeEnvironment\9.4\jre\bin\java.exe.  

 

 

11> Enterprise Miner 로 서버에 접속하려면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나요? 

 

EG 를 서버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hosts 파일 등록 및 port 등 몇가지 환경 설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SAS 서버와 통신할 수 있는 8561, 8591, 7980 port 가 정상적으로 open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아래가이드에 따라 hosts 파일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1. SAS 서버와 8561, 8591, 7980 포트를 이용하여 통신할 수 있는지 방화벽 등 확인 

 

2. PC 의 hosts 파일에 SAS 서버 정보 등록 확인 

 

2-1. 관리자 권한으로 메모장 실행 – [파일]에서 [열기] 

C:\Windows\System32\drivers\etc 경로로 이동 후 [모든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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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hosts 파일 열기 

     

 

2-3. 연결할 SAS Server IP 와 Hostname 등록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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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속할 user-id 로 SAS Enterprise Guide 에서 SAS 서버에 접속 되는지 확인 하십시요. 

  

4. SAS 설치경로에 있는 sassw.config 파일에 SAS 서버 연결정보를 확인 하십시요. 

*파일 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기존 파일은 반드시 다른이름으로 저장(백업 sassw.config.org ) 

하십시요. 

  

[파일경로] C:\Program Files<SAS 를 설치한 경로>\SASHome\sassw.config 

[추가할 내용] SASENVIRONMENTSURL= 뒷 부분에  

http://<연결할 서버의 host 명>:<연결 port>/sas/sas-environment.xml 입력 

  

               예)  파일경로: C:\Program Files\SASHome\sassw.config 

                수정내용: SASENVIRONMENTSURL=http://sashost:7980/sas/sas-environment.xml  

  

(sassw.config 파일 예) 

  

[properties] 

JREHOME=C:\Program 

Files\SASHome\SASPrivateJavaRuntimeEnvironment\9.4\jre\bin\java.exe 

SASHOME=C:\Program Files\SASHome 

PRIVATEJREHOME=C:\Program 

Files\SASHome\SASPrivateJavaRuntimeEnvironment\9.4\jre\bin\java.exe 

DPLMTREGLOC=C:\Program Files\SASHome\deploymntreg 

SASENVIRONMENTSURL=http://sashost:7980/sas/sas-environment.xml 

VJRHOME=C:\Program Files\SASHome\SASVersionedJarRepository 

 

5. PC 에서 사용하는버전의 EM 과 호완되는 버전의 Java (JRE)를 설치 하십시요.  

아래 링크에서 EM 에서 호완되는 Java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upport.sas.com/kb/61/038.html 

               *EM 15.2 는 Java 1.8.0_144, or later versions 를 설치 

 

6. SMC (SAS Management Console)에서 EM url 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 

SMC >> 응용프로그램 >> 구성관리자 >> SAS Application Infrastructure 오른쪽클릭 ‘속성’ >> 

고급 탭 >  

sas.web.csrf.referers.knownHosts 에 추가  http://korvatest:7980/SASEnterpriseMinerJWS/Status/ 

** 주소의 맨 끝에 "/" 필수  

** 설정 후 SAS Web Application Server 를 재시작 해야 적용됩니다. 

   SAS Web Server 재시작 명령:  /<SAS root>/config/Lev1/sas.servers.mid restart  

http://support.sas.com/kb/61/038.html
http://korvatest:7980/SASEnterpriseMinerJWS/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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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nterprise Miner 로 서버에 접속시 오류: “사용자 서비스 구성에 오류가 존재합니다. 모든 참조가 무시

됩니다” 

 

라이선스 갱신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SAS EM 서버의 “SAS 메타 라이선스 갱신” 후 다시 접속해 보십

시요.  

SAS Meta 라이선스는 SMC 로 SAS 서버에 접속하여 "메터데이터 유틸리티" 오른쪽 클릭 > "메터데이

터 Setinit 상세정보 보기" 화면의 만료일, 경고기간 을 확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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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nterprise Miner 에서 EM Project 를 저장할 기본 위치를 어떻게 지정하나요? 

 

SAS 서버 관리자가 SMC(SAS Management Console)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SMC >> 응용프로그램 관리 >> Enterprise Miner >> 프로젝트 >> SASApp-Logical Workspace Server  

오른쪽 클릭 > 속성 의 화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기본 위치, SAS 디렉토리(폴더)의 프로젝트 기본위치 경로 지정 

     (*) 지정할 디렉토리(폴더)가 미리 생성되어 있고 쓰기권한이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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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nterprise Miner 를 사용하려면 어떤 버전의 Java 를 설치해야 합니까?  

 

Enterprise Miner 를 사용하려면 아래 링크의 표를 확인하셔서 사용하는 Enterprise Miner 버전과 호완

되는 버전의 Java (JRE)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http://support.sas.com/kb/61/038.html 

        *EM 15.2 는 Java 1.8.0_144, or later versions 를 설치하십시요. 

 

 

15> Enterprise Miner Client 를 실행하면 ‘애플리케이션 오류: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라는 오

류가 발생합니다. ‘세부정보’에 오류: 서명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이 시스템에 무제한 액세스 권한을 요청합

니다 

       

[세부내용] 

“세부정보”버튼을 누르면 아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류: 서명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이 시스템에 무제한액세스 권한을 요청합니다. 

http://~~:7980/SASEnterpriseMinerJWS/sas.text.editor.jar 리소스는 약한 서며 알고리즘

MD5withRSA(으)로 서명되었으며 서명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조치 가이드] 

1. 기존에 설치된 Java 를 삭제한 후 아래 링크의 표를 확인하셔서 사용하는 Enterprise Miner 버전과 

호완되는 버전의 Java (JRE)를 설치한후 다시 시작 하십시요. 

 http://support.sas.com/kb/61/038.html 

 

2. 위 1 항의 Java(JRE)를 새로 설치하고도 동일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Java 임시파일과 인터넷익스프로

러 임시파일을 삭제한 후 EM 을 다시 실행해 보십시요. 

 

[Java 임시파일 삭제] 

https://www.java.com/en/download/help/plugin_cache.xml  

 Delete Temporary Files through the Java Control Panel 

1. In the Java Control Panel, under the General tab, click Settings under the Temporary Internet Files section. 

The Temporary Files Settings dialog box appears. 

http://support.sas.com/kb/61/038.html
http://~~:7980/SASEnterpriseMinerJWS/sas.text.editor.jar
http://support.sas.com/kb/61/038.html
https://www.java.com/en/download/help/plugin_cache.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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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lick Delete Files on the Temporary Files Settings dialog. 

The Delete Files and Applications dialog box appears. 

 

3. Click OK on the Delete Files and Applications dialog. This deletes all the Downloaded Applications and Applets 

from the cache. 

4. Click OK on the Temporary Files Settings dialog. If you want to delete a specific application and applet from the 

cache, click on View Application and View Applet options respectively. 

 

 

[인터넷익스플로러 임시파일 삭제] 

  

 1. 인터넷익스플로러 실행 

 2. 도구 > 인터넷 옵션 

 3. 브라우저 히스토리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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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 재 실행하여 E-miner 접속시도  

  

[참고] http://support.sas.com/kb/60/326.html  

 

 

  

16> Enterprise Miner Client 를 실행하면 ‘응용프로그램이 SAS 환경을 식별하는 URL 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EM 을 실행할 때 참조하는 SAS EM 서버 정보를 식별하지 못하여 발생합니다. 

아래 경로에 있는 sassw.config 파일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서버의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십시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 파일을 수정하기 전에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sassw.config.old 

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upport.sas.com/kb/50/466.html  

 

[파일경로] C:\Program Files<SAS 를 설치한 경로>\SASHome\sassw.config 

[추가할 내용] SASENVIRONMENTSURL= 뒷 부분에  

http://<연결할 서버의 host 명>:<연결 port>/sas/sas-environment.xml 입력 

  

               예)  파일경로: C:\Program Files\SASHome\sassw.config 

                수정내용: SASENVIRONMENTSURL=http://sashost:7980/sas/sas-environment.xml  

  

http://support.sas.com/kb/60/326.html
http://support.sas.com/kb/50/4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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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sw.config 파일 예) 

  

[properties] 

JREHOME=C:\Program 

Files\SASHome\SASPrivateJavaRuntimeEnvironment\9.4\jre\bin\java.exe 

SASHOME=C:\Program Files\SASHome 

PRIVATEJREHOME=C:\Program 

Files\SASHome\SASPrivateJavaRuntimeEnvironment\9.4\jre\bin\java.exe 

DPLMTREGLOC=C:\Program Files\SASHome\deploymntreg 

SASENVIRONMENTSURL=http://sashost:7980/sas/sas-environment.xml 

VJRHOME=C:\Program Files\SASHome\SASVersionedJarRepository 

 

 

17> Enterprise Miner Client 를 실행하면 ‘서버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SAS EM 서버 관리자와 상의하셔서 SAS 서버의 서비스 상태를 점검하여 SAS 서비스를 시작한 후 다시 

실행해 보십시요. 

 

       [SAS 서비스 관리] 

*sas 계정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상태 확인.  

/<SAS root>/config/Lev1/sas.servers status 

2. sas 서비스 중지 

/<SAS root>//config/Lev1/sas.servers stop 

3. sas 서비스 시작 

/<SAS root>//config/Lev1/sas.servers start 

 4. 서비스 상태 확인.  

/<SAS root>//config/Lev1/sas.servers status 

  

5. SAS JMS Broker 및 Web App Serer 들이 Not Up 으로 나온다면 아래 경로의 Log 파일들을 

수집하여 보내 주십시요. 

/<SAS root>/config/Lev1/Web/activemq/data/console.log 

/<SAS root>/config/Lev1/Web/activemq/data/activemq.log 

/<SAS root>/config/Lev1/Web/WebAppServer/SASServer1_1/server.log 

/<SAS root>/config/Lev1/Web/WebAppServer/SASServer1_1/catalina.out 

/<SAS root>/config/Lev1/Web/WebAppServer/SASServer1_1/SASEnterpriseMinerXX.X.log 

/<SAS root>/config/Lev1/Web/WebAppServer/SASServer11_1/server.log 

/<SAS root>/config/Lev1/Web/WebAppServer/SASServer11_1/catalina.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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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nterprise Miner Client 를 실행하면 실행하면 ‘애플리케이션 오류: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할 수 없습니

다.’ 오류가 발생하고, ‘세부정보’에 ‘JNLP 파일의 JAR 리소스가 종일한 인증서로 서명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Enterprise Miner 가 지원하는 버전의 Java 를 설치한 후 오류가 발생한다면,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Java 임시파일과 인터넷익스플로러 임시파일을 삭제한 후 다시 접속해서 

확인해 보십시요. 

   

[Java 임시파일 삭제] 

https://www.java.com/en/download/help/plugin_cache.xml 

 

[인터넷익스플로러 임시파일 삭제] 

  1. 인터넷익스플로러 실행 

  2. 도구 > 인터넷 옵션 

3. 브라우저 히스토리 > 삭제 

    

 

 

https://www.java.com/en/download/help/plugin_cache.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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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 활용 – DB Access] 

1> SAS/ACCESS Interface to Oracle 라이선스로 Oracle DB 에 연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라이선스에 SAS/ACCESS Interface to Oracle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SAS 확장편집기에 아래 문장을 실행하신 후, 로그에 출력된 내용에 해당 모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proc setinit noalias; 

run; 

 

2. 오라클 클라이언트 설치 

또한, PC 에 오라클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라클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 있다면 

버전 정보를 확인 부탁 드립니다. 오라클 클라이언트의 버전은 SAS9.2 는 Oracle 9i. Release 2, 

SAS9.3 은 Oracle10g, 그리고 SAS9.4 는 Oracle 11g, 이상 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 부탁 드립니다. 

 

[참조 URL1 : System Requirements 9.2]  

http://support.sas.com/documentation/installcenter/en/ikfdtnwinsr/62187/PDF/default/sreq.pdf (78 page) 

[참조 URL2 : System Requirements 9.3] 

http://support.sas.com/documentation/installcenter/en/ikfdtnwinsr/64429/PDF/default/sreq.pdf (22 page) 

[참조 URL3 : System Requirements 9.4] 

http://support.sas.com/documentation/installcenter/en/ikfdtnwinsr/67228/PDF/default/sreq.pdf (14 page) 

 

3. 오라클 DB 연결 

Oracle client tool에서 정상적으로 ORACLE DB Server에 접속이 가능하다면, Oracle 접속 정보를 

이용하여 SAS에서 oracle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ORACLE Client를 설치한 후, SQL*Plus를 통해 DB Server에 접속 여부 확인하는 부분은 DB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AS를 시작한 후 프로그램 편집기 창에서 아래와 같이 라이브러리를 할당하면 됩니다. 

  

libname ora_lib oracle user="userid" password="password" path="path" ;  

<userid>: 오라클 접속 userid 

<password>: 오라클 접속 userid의 암호 

 

 

 

 

http://support.sas.com/documentation/installcenter/en/ikfdtnwinsr/64429/PDF/default/sre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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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S/ACCESS Interface to ODBC 라이선스로 Oracle DB 연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Oracle client 설치: SAS9.2는 Oracle 9i이상, SAS9.3은 10g이상, SAS9.4는 11g이상이어야 합니다. 

  (oracle client설치하면 oracle odbc driver까지 자동 설치됩니다.) 

2. 제어판 > 관리도구> 데이터원본(ODBC) 클릭 

3. ODBC 데이터 원본관리자에서 [시스템DSN] tab 클릭 후 [추가] 버튼 클릭 

4. Oracle ODBC Driver를 선택하고 마침 버튼 클릭 

 

 

5. Oracle 접속 정보 입력 후 OK 버튼 클릭  

 5.1. Data Source Name ➔ DSN으로 사용할 명칭 지정 (사용자 정의) 

 5.2. TNS Service Name ➔ oracle의 tnsnames.ora에 등록한 접속 sid 

 5.3. Userid ➔ Oracle 접속 User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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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록한 DSN명칭 확인 

 

  

7. SAS에서 oracle ODBC 연결 

7.1 SAS 기동 후 [확장편집기] 창에 아래의 문장 작성 후 실행 

     libname aa odbc datasrc=ora_dsn user="<UserID>" password="<pwd>"; 

7.2 로그창을 통해 할당되었다는 메시지 나오면 정상적으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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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S/ACCESS Interface to ODBC 라이선스로 MS SQL(SQL Server)연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ODBC 데이터 원본관리자에서 [시스템DSN] tab 클릭 후 [추가] 버튼 클릭 

2. SQL Server 선택하고 마침 버튼 클릭 

 

 

  

3. 이름 (DSN명 지정: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 및 SQL Server 지정 (IP or 서버host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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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QLServer 접속할 로그인 ID 확인 

 ➔ 사용자가 입력한 로그인ID 및 암호를 사용하는 SQL Server인증 사용(W) 체크 후, 

            추가 구성 옵션의 기본 설정을 얻기 위해 SQL Server에 연결(C) 부분에  

    MS SQL 접속 userid/password입력 

 

  

5.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지정 및 설정 setting (당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선택) 

 

 

6. 작성한 데이터 원본 테스트 진행하여 연결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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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스템 DSN에 sql_dsn (사용자 지정한 이름) 등록 확인 

 

8. SAS 기동 후 아래의 프로그램을 확장편집기 창에 작성 후 실행 (1.7 과 동일) 

libname sql_lib odbc datasrc="<sql_dsn>" user="<sql-id>" password="<pwd>" schema="<dbo>"; 

 

 

4> SAS/ACCESS Interface to MySQL 라이선스로 My SQL 연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MySQL은 pc에 SAS9.2는 MySQL client 4.1 or 5.0, SAS9.3은 5.1 or 5.5, SAS9.4는 5.1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MySQL client에서 MySQL server로 연결되게 MySQL server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환경구성하시기 바랍니다) 

MySQL client에서 server로 연결되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 SAS에서 라이브러리 할당 시 

MySQL엔진을 통해 해당 DB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SAS에서 MySQL서버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user=, password=, database=, server=, port= 정보가 

필요합니다. 

ex) libname MySQLlib MySQL user="testuser" password="testpass" database="MySQLdb" 

server="MySQLserv" port=9876; 

 

 

 

5> 오라클 DB 가 정상적으로 연결은 되지만 라이브러리 안에 테이블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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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schema 정보를 DBA 에게 문의하여 추가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show_synonyms=, preserve_tab_names=, preserve_col_names= 옵션 또한 같이 입력 부탁 드립

니다. 

libname ora_lib oracle user=scott password=tiger path=orcl schema="schema명" 

show_synonyms=yes PRESERVE_TAB_NAMES=YES PRESERVE_COL_NAMES=YES; 

 

 

6> ODBC 라이브러리 설정 시, “ERROR: CLI error trying to establish connection: [Microsoft][ODBC 드라이

버 관리자] SQL_HANDLE_ENV 에서 드라이버의 SQLAllocHandle 에 실패했습니다”라는 오류메시지가 발생합

니다. 

 

사용하려는 DB 의 ODBC Driver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어판>관리도구>ODBC 데이터원본관리자에서 연결 test 를 먼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7> ODBC 라이브러리 설정 시, “ERROR: CLI cursor fetch error: [Sybase][ODBC Driver][Adaptive Server 

IQ]Connection was terminated” 라는 오류메시지가 발생합니다. 

 

해당 ERROR 는 ODBC(Sybase)에서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메시지 입니다. 

연결이 끊어진 원인에 대해선 DBA 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프로그램 상단에 아래 옵션을 추가하여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options sastrace=',,d,d' sastraceloc=saslog; 

 

8> DB 에 직접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DB에 직접 query를 실행할 수 있는 pass-thru기능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Pass-thru의 자세한 기능은 아래 UR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URL : SAS 9.3] 

http://support.sas.com/documentation/cdl/en/acreldb/65247/HTML/default/viewer.htm#n05b4mygsv

t845n1vnr6r5kchbjf.htm  

[URL : SAS 9.4] 

http://support.sas.com/documentation/cdl/en/acreldb/69039/HTML/default/viewer.htm#n05b4mygsv

t845n1vnr6r5kchbjf.htm  

 

 

9> 오라클 DB 에 기록된 칼럼 내용 전체가 다 SAS 에 저장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상세내용] 

http://support.sas.com/documentation/cdl/en/acreldb/65247/HTML/default/viewer.htm#n05b4mygsvt845n1vnr6r5kchbjf.htm
http://support.sas.com/documentation/cdl/en/acreldb/65247/HTML/default/viewer.htm#n05b4mygsvt845n1vnr6r5kchbjf.htm
http://support.sas.com/documentation/cdl/en/acreldb/69039/HTML/default/viewer.htm#n05b4mygsvt845n1vnr6r5kchbjf.htm
http://support.sas.com/documentation/cdl/en/acreldb/69039/HTML/default/viewer.htm#n05b4mygsvt845n1vnr6r5kchbjf.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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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와 연동된 오라클DB로부터 데이터를 PROC SQL을 활용하여 추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라클 DB에 저장된 칼럼의 일부만 기록되며, 해당 칼럼의 Column Attributes의 Length는 1024, 

Format와 Informat은 $1024.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라클 DB에 기록된 칼럼 내용 전체가 다 SAS에 

저장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libname을 잡을 때, dbmax_text=옵션을 추가하여 할당하시기 바랍니다. 

1024가 default로 지정되어 있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예) 

LIBNAME <library_name> ORACLE  PATH=xxx  SCHEMA=xxxx  USER=xxxx  PASSWORD="xxxxxx" 

DBMAX_TEXT=32767; 

 

 

10> SAS 에서 SAS/ACCESS 엔진에 의해 DBMS 에 보내진 구문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SAS 에서 제공되는 sastrace 옵션은 DBMS 엔진으로부터 trace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사용되는 옵션

으로 쿼리를 실행하기 전에 아래의 옵션을 추가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options sastrace=",,,d" sastraceloc=log nostusuffix ; 

 

 

11> ODBC 를 통해 SQL Server 접근 시, 라이브러리 생성은 되지만 DB 의 테이블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에 대해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1) isql 을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data 를 읽어오는지 확인 

2) libname 문장에 schema 가 정확한지, 대소문자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 

3. <SASHome>/SASFoundation/9.4/bin/sasenv_local 파일에 아래 사항이 설정되어 잇는지 확인       

      EASYSOFT_UNICODE=YES 

      export EASYSOFT_UNICODE 

 

 

12> tnanames.ora 파일을 생성하지 않고 Oracle 에 연결할 수 있나요?  

 

아래 예시에서 보시듯이, tnanames.ora 파일에 기록되어야 할 정보를 SAS libname 구문에 지정해서 

Oracle library 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시] 

libname oralib1 oracle path="(DESCRIPTION=(ADDRESS = (PROTOCOL = TCP)(HOST = ora01-

cluster.company.com)(PORT = 1521)) (CONNECT_DATA = (SERVICE_NAME=exadat12c)))" 

user=myuser password=mypass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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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AS 를 이용해서 Maria DB 의 data 를 처리하려고 하려면 어떠한 SAS license 가 필요할까요?  

 

1. MariaDB 는 "SAS/Access interface to ODBC"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2. SAS 버전 SAS9.4M4 이상이면서 사용하는 MariaDB 버전이 10.1 이상이면 "SAS/Access interface 

to MySQL"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 MySQL native driver 와 interface 하기 때문에 "SAS/Access interface to ODBC"에 비해 더 나은 

성능 기대하 실 수 있습니다.  

 

   *. https://support.sas.com/en/documentation/third-party-software-reference/9-4/support-for-

database.html#MySQL 

 

 

14> SAS 에서 MySQL 연결하려면, “…Lost connection to MySQL server at 'reading authorization 

packet'..” 오류가 발생합니다.  

[상세내용] 

SAS 에서 MySQL DB 에 접근하기 위해 리눅스 서버내 관련 설정을 완료하고 접속하려고 했으나, OS

에서 다음과 같은 에러를 표시했습니다. 

 

[unixODBC][MySQL][ODBC 5.3(w) Driver]Lost connection to MySQL server at 'reading authorization 

packet', system error: 104.  

 

[답변] 

MySQL 연결시에 발생하는 오류, "[unixODBC][MySQL][ODBC 5.3(w) Driver]Lost connection to 

MySQL server at 'reading authorization packet', system error: 104"는 SAS 제품 외적 요인에 의해 발

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tc/hots.allow"에 "mysqld:ALL"을 추가한 후 MySQL 서비스를 restart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련된 link 전달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stove99.tistory.com/204 

 

 

15> Hadoop library 를 잡으려고 하면, “…GSS initiate failed…”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상세내용] 

https://support.sas.com/en/documentation/third-party-software-reference/9-4/support-for-database.html#mySql
https://support.sas.com/en/documentation/third-party-software-reference/9-4/support-for-database.html#mySql
https://stove99.tistory.com/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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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name abc hadoop server='abcd.xxx.co.kr' schema=schab; 

 

ERROR: Error trying to establish connection: Could not open client transport with JDBC Uri:  

jdbc:hive2://abcd.xxx.co.kr:10000/schab;principal=hive/_HOST@XXXX.CO.KR: GSS initiate failed 

 

[답변] 

일반적으로, 해당 현상은 kerberos ticket 의 기간만료 또는 ticket 이 SAS 서버상에 존재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SAS 서버에서 "kinit"을 통해 SAS 사용자 계정에 대한 ticket 을 새롭게 부여 받으신 후에 해당 작업

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6> CAS LIBRARY 의 table 목록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상세내용] 

casutil 프로시저를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libname 과 caslib 문장은 오류없이 library 가 할당되지만 테이블이 보이지 않습니다.  

 

caslib odbclib datasource=(scrtype="odbc" username="xxx" password="xxxxxxxx" 

odbc_dsn="XXXXX"); 

proc casutil; 

    list files incaslib="odbclib"; 

run; 

 

ERROR: The connection to the data source driver failed.  

ERROR: No diagnostic records were returned.  

ERROR: Function failed.  

ERROR: The action stopped due to errors. 

 

[답변] 

CASLIB 에 아래 옵션을 추가한 후에도 오류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dm_unicode="utf-16" 

 

[예시] 

caslib odbclib datasource=(scrtype="odbc" username="xxx" password="xxxxxxxx" 

odbc_dsn="PEDWDB1" schema="xxxxx" dm_unicode="utf-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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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Oracle query 가 장시간 실행될 경우, “…ORA-03114: not connected…” 오류가 발생합니다.  

[상세내용] 

ERROR: ORACLE prepare error: ORA-03114: not connected to ORACLE. SQL statement: SELECT * 

FROM LMWADM.WB_TB_MART_PD_DE. 

 

[답변] 

기본적으로 SAS 는 SAS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ORACLE Client 에 요청된 Query 전달하고, ORACLE 

Client 는 ORACLE 버서와 통신합니다. 

 

SAS 가 ORACLE 에게 장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을 요청하면, ORACLE Client 와 Server 간에 설정된 

timeout 에 의해 작업중 비정상적으로 Session 이 종료될 수 있으며, "ORA-03114"오류는 이러한 경

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오류의 조치를 위해서는 ORACLE DBA 와 connection timeout 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

고 이를 적절한 값으로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page 에서 "SQLNET.EXPIRE_TIME" 부분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https://docs.oracle.com/cd/B19306_01/network.102/b14213/sqlnet.htm 

 

 

18> SPDS 의 work 경로에 쌓여있는 임시파일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spdsclean utility 를 이용해서 work 에 쌓여있는 temp 파일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spdsclean utility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spdsclean -parmfile /xxx/xxx/site/spdsserv.parm -libnamefile /xxx/xxx/site/libnames.parm 

 

   * -parmfile 뒤에 spdsserv.parm 파일 경로, -libnamefile 뒤에 libnames.parm 파일 경로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 spdsclean utility 는 spds service 가 중지된 상태에서 실행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link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go.documentation.sas.com/?docsetId=spdsag&docsetTarget=n0wiy817krbl3vn1kocowwxv1fgu

.htm&docsetVersion=5.4&locale=en 

 

 

19> Tibero DB 의 라이브러리를 잡으면, “libodbc.so: cannot open shared object file…”오류가 발생합니다.  

 

https://docs.oracle.com/cd/B19306_01/network.102/b14213/sqlnet.htm
https://go.documentation.sas.com/?docsetId=spdsag&docsetTarget=n0wiy817krbl3vn1kocowwxv1fgu.htm&docsetVersion=5.4&locale=en
https://go.documentation.sas.com/?docsetId=spdsag&docsetTarget=n0wiy817krbl3vn1kocowwxv1fgu.htm&docsetVersion=5.4&local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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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home>/SASFoundation/9.4/bin/sasenv_local 파일에 아래 내용을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 

ODBCINI=/usr/local/odbc/odbc.ini 

export ODBCINI 

 

ODBCINST=/usr/local/odbc/odbcinst.ini 

export ODBCINST 

 

LD_LIBRARY_PATH=$ODBC_HOME/lib:$LD_LIBRARY_PATH 

export LD_LIBRARY_PATH   

======================================== 

 

 

20> 일배치 또는 사용자가 SPDS 에 연결 후에 남아있는 zombie process 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요?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작업들이 많을 경우, "IDEL_TIMEOUT" 옵션을 spdsserv.parm 에 적용해 보시

기 바랍니다.  

 

IDLE_TIMEOUT= 

 

specifies the interval of idle time that is permitted before the SPD Server client process 

automatically terminates the client connection. When IDLE_TIMEOUT= is specified as a value that is 

greater than 0, the option is enabled. If the value is less than or equal to 0, SPD Server does not 

enable idle timeouts. The default value is 0. 

 

[Usage] 

IDLE_TIMEOUT= <timeout_seconds> 

 

[예시] 

IDLE_TIMEOUT=1800  

 

 

 

21> SAS dataset 을 읽어 Oracle 에 table 을 생성할 때, 숫자 column 의 속성을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

면 될까요? 

[상세내용] 

SAS Dataset 을 Oracle 에 load 하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Oracle db 에서 관리하는 숫자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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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 은 NUMBER 입니다. 그런데, 숫자로 지정된 값을 Oracle 로 load 해서 Column type 을 확인

하면 "BINARY_DOULBE"로 생성이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Oracle 에 Table 생성 시, 숫자 Column 이 NUMBER Type 으로 생성되는 것인데, 

숫자에 대한 SAS 컬럼정보를 NUMBER Type 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래 link 의 예시와 같이 “DBTYPE=” 옵션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support.sas.com/techsup/notes/v8/4/961.html 

 

libname mylib odbc dsn=xxx uid=xxx pwd=xxx preserve_tab_names=yes; 

data mylib.dept(dbtype=(sas_var=’NUMBER’)); 

set sasuser.old; 

run; 

 

 

22> SAS 에서 Oracle table 을 읽으면, “… ORA-29275: partial multibyte character …”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상세내용] 

ERROR: Error fetching from cursor. ORACLE error is ORA-29275: partial multibyte character 

 

[답변] 

오류의 원인은 Oracle server 에 설정된 NLS_CHARACTERSET 과 Oracle Client 에서 지정한 

NLS_LANG 값이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Oracle Server 의 NLS_CHARACTERSET 확인 방법] 

 

proc sql; 

    connect to oracle(user=xxx password=yyy path=zz); 

    create table ora as 

    select * from connection to oracle 

    (select NLS_CHARACTERSET 

       from v$nls_parameters); 

     disconnect from oracle; 

quit; 

 

서버의 NLS_CHARACTERSET 이 확인되면  

/<sashome>/SASFoundation/9.4/bin/sasenv_local 파일에 환경변수 export 하면 됨 

 

https://support.sas.com/techsup/notes/v8/4/9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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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수 설정방법] 

export NLS_LANG=AMERICAN_AMERICA.KO16KSC5601" 

 

 

23> ODBC 를 통해 MSSQL DB 에 접속하는데, odbc.ini 파일에 “QEWSD=43590”이라는 줄이 자동으로추가

됩니다. 왜 그런지요? 

[상세내용] 

주석처리하지 않으면 MSSQL 에 접속이 안됩니다.(주석처리를 하면 자동으로 새로운 번호로 한줄이 

생깁니다) 

 

[답변] 

Odbc.ini 파일에 QEWSD 옵션문이 추가되는 것은 Data Direct ODBC Driver Manager 의 라이선스가 

만료되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ause - The reason that the line is inserted into odbc.ini is one of the following: 

   

  Expired license file 

  Wrong license file 

  No license file   

 

  This is part of the copy protection used by DataDirect 

 

. Resolution 

 Contact DataDirect and get the license needed for the use of their driver. 

 

 

24> Oracle table 을 읽으면, “…ORA-01861: literal does not match format string”오류가 발생합니다.  

 

Oracle 에 접속하는 Client 의 character set 과 Server 의 character set 을 일치시키기 위해, 

"/<SASHOME>/SASFoundation/9.4/bin/sasenv_local"파일에 "NLS_LANG" 환경변수를 추가하시기 바

랍니다.  

 

[예시] 

export NLS_LANG=American_America.AL32UTF8 

export NLS_LANG=Korean_Korea.KO16KSC5601 

 

 

25> SAS 에서 impala table 을 parquet 형태로 생성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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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libname 문장을 참고하셔서 생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libname impsmv impala SERVER='yourimpalamachine.com' DBCREATE_TABLE_OPTS='STORED 

AS PARQUET' ; 

 

더 많은 정보는 아래 link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pport.sas.com/resources/papers/proceedings16/SAS3960-2016.pdf 

 

 

26> SAS 에서 impala 라이브러리를 잡아서 table 을 읽으면, "[Error] Error trying to read from a DBMS 

table. At least one column must be selected.” 오류가 발생합니다.  

[상세내용] 

SAS EG 에서 아래 형태로 Impala 에 정상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libname imp impala server="...." database=marta UID=sas PWD=.... port=.... conopts='......'; 

 

이후, 간단한 Query(Select 문)을 실행했으나 아래 에러메시지가 발생하면서 실행이 안됩니다.  

 

"데이터 열기 작업이 실패했습니다. 다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Error] Error trying to read from a DBMS table. At least one column must be selected." 

 

동일한 Query 를 Hadoop Hive 에 연결하여 수행하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데, 해결방법을 알려주세

요.  

 

[답변] 

"/<SASHOME>/SASFoundation/9.4/bin/sasenv_local" 파일에 환경변수, "EASYSOFT_UNICODE"를 추

가하시기 바랍니다.  

 

export EASYSOFT_UNICODE=YES 

 

 

26> 300 여개의 Oracle table view 가 버전 upgrade 후에 30 여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SAS 에서 표현할 수 있는 Table 이나 View 이름의 길이는 32byte 까지입니다.  

View 나 Table 이름 중 32byte 를 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32byte 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신 후

에도 안보이는 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SAS session encoding 이 UTF8 일 경

우, 한글 1 글자는 3byte)  

 

[SAS 테이블 명 Rules] 

http://support.sas.com/resources/papers/proceedings16/SAS3960-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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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documentation.sas.com/?docsetId=lrcon&docsetTarget=p18cdcs4v5wd2dn1q0x296d3qek6.

htm&docsetVersion=9.4&locale=ko 

 

.. specifies that a SAS data set name, a view name, or an item store name must follow these rules:  

• The name can be up to 32 bytes in length.   

• The name must begin with a letter of the Latin alphabet (A-Z, a-z) or the underscore. Subsequent 

characters can be letters of the Latin alphabet, numerals, or underscores.   

• The name cannot contain blanks or special characters except for the underscore.   

• The name can contain mixed-case letters. SAS internally converts the member name to uppercase. 

You cannot, therefore, use the same member name with a different combination of uppercase and 

lowercase letters to represent different variables. For example, customer, Customer, and CUSTOMER 

all represent the same member name. How the name on the disk appears is determined by the 

operating environment..  

 

 

27> Unicode 로 encoding 된 Impala table 과 Oracle table 을 SAS 에서 읽으면 2 종류 모두 한글이 깨져서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깨지지않고 읽어 올 수 있나요? 

 

1. Oracle 에 접속하는 Client 의 characterset 과 Server 의 Characterset 을 일치시킨다. 

   . /<SASHome>/SASFoundation/9.4/bin/sasenv_local 파일에 아래 1 줄을 추가한다 

   export NLS_LANG=American_America.AL32UTF8 을 추가한다.  

 

2. Impala table 의 한글을 정상적으로 읽어오기 위해서 "sasenv_local"에 아래 2 줄을 추가한다 

   export LANG=ko_KR.UTF-8 

   export EASYSOFT_UNICODE=YES 

 

3. SAS session 이 Unicode SAS 를 사용하도록 Symbolic link 를 지정한다.  

   ln -s /<SASHome>/SASFoundation/9.4/sas /<SASHome>/SASFoundation/9.4/bin/sas_u8 

 

 

28> SAS Access interface to Hadoop 에서 사용하는 포트목록을 알려주세요..  

 

포트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go.documentation.sas.com/?docsetId=lrcon&docsetTarget=p18cdcs4v5wd2dn1q0x296d3qek6.htm&docsetVersion=9.4&locale=ko
http://go.documentation.sas.com/?docsetId=lrcon&docsetTarget=p18cdcs4v5wd2dn1q0x296d3qek6.htm&docsetVersion=9.4&locale=ko


 
 

 

125 

 

PORT SERVICE NOTES

8020 HDFS Used for direct reads from the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1019 Data Node Privileged Port    Used for communication with the DataNodes

50010 HDFS Data Transfer    Used to transfer data from the data nodes to SAS

10000 Hive Hadoop SQL processor

9083 Hive Hive Data Dictionary Metastore

50070 WebHDFS Used when SAS_HADOOP_RESTFUL=1. Limits the number of JARs needed

14000 HttpFS Used when SAS_HADOOP_RESTFUL=1 for MapR, only. Limits the number of JARs needed

8443 Knox See note at the bottom of the page in the following link:  

              http://sww.sas.com/blogs/wp/databased/2016/06/07/show-your-work-hadoop-ports-used-by-  

sasaccess-to-hadoop-and-base-sas/ 

 

 

29> SAS Depolyment Manager 를 통해서 SAS Hadoop 연결하려면, “…Groovy 클래스 

“com.sas.hadoopvalidator.FileLocationsvalidator”을(를) 실행할 수 업습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상세내용] 

“오류: 대화 상자 속성 확인을 위한 Groovy 클래스 “com.sas.hadoopvalidator.FileLocationsvalidator”

을(를) 실행할 수 업습니다. com.sas.hadoopvalidator.FileLocationsValidator” 

입력된 서버명과 포트 번호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답변] 

해당 현상은 hadoop jar 파일과 configuration 파일이 SAS 서버에 존재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입

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관련 파일들을 수집하신 후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1. Download the Hadooptracer.py script from this location: 

    ftp://ftp.sas.com/techsup/download/blind/access/hadooptracer.zip 

 

2. Make sure the Linux package 'strace' is installed on your Hive Node 

  Run the following command to install 'strace' if the package is not installed 

   sudo yum install strace 

 

3. The submitting ID must have the authority to issue HDFS (Hadoop cli) and Hive commands. 

  It does not need to be the Root id.  The ID must be SSH enabled and password-less.   

 

4. Transfer the following file to the /tmp directory on the Hive Server Node. 

hadooptracer.py 

 

5. Set the files to execute mode 

chmod 755 hadooptracer.py 

 

6. Change directories to directory containing the Hadooptracer.py script 

http://sww.sas.com/blogs/wp/databased/2016/06/07/show-your-work-hadoop-ports-used-by-%20%20sasaccess-to-hadoop-and-base-sas/
http://sww.sas.com/blogs/wp/databased/2016/06/07/show-your-work-hadoop-ports-used-by-%20%20sasaccess-to-hadoop-and-base-sas/
ftp://ftp.sas.com/techsup/download/blind/access/hadooptracer.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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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 Run the batch script using on the Hive Server.  If you are using Kerberos, get a Kerberos ticket 

prior to executing the python script. 

python ./hadooptracer.py --filterby latest -f /tmp/test.json 

 

  b) if hadooptracer.py is being executed on Hortonworks, Pivotal or IBM BigInsight clusters then 

use this command. 

python ./hadooptracer.py --filterby latest -f /tmp/test.json --postprocess 

 

8. The hadooptracer.py script will create these directories containing the *-site.xml files and the 

Hadoop jar files. 

     /tmp/sitexmls 

     /tmp/jars 

 

9. Transfer the directories created by the Hadooptracer.py script from the Hive Node to the server 

where you are running SAS. 

    copy /tmp/sitexmls to a directory that will be referenced by SAS_HADOOP_CONFIG_PATH 

    copy /tmp/jars to a directory that will be referenced by SAS_HADOOP_JAR_PATH 

 

10. Define file path in sasenv_local 

   SAS_HADOOP_JAR_PATH=/saswork/va72/hadoop/jars 

   export SAS_HADOOP_JAR_PATH 

   SAS_HADOOP_CONFIG_PATH=/saswork/va72/hadoop/confs 

   export SAS_HADOOP_CONFIG_PATH 

 

 

30> Oracle 에서 SQL 을 이용하여 job 을 오라클 DB 로 전송하면 변수에 값이 setting 된 SQL 문을 Oracle 에

서 볼 수 있습니다. SAS 에서도 변수 바인딩 방식으로도 값을 전송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SAS 는 binding 되는 변수를 직접 Oracle 에 생성할 수 없습니다.  

대신, Oracle stored procedure 를 이용해서 bind 되는 변수를 Oracle 에 생성한 후, SAS SQL Pass-

through 방식으로 stored procedure 를 호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예제입니다.  

 

proc sql; 

     connect to oracle (user=&usr password=&pw path=&path); 

  

     /* declare stored procedure he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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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e by oracle ( 

       declare max_sas_partition varchar; 

       begin :max_sas_partition :=&max_sas_partition.; end; 

     ); 

  

     /* call the declared stored procedure */ 

     create table partitions as 

     select * from connection to oracle 

     ( select distinct &partition. 

           from &table. 

           where &partition. > :max_sas_partition ); 

     disconnect from oracle; 

quit; 

 

 

31> “WARNING: The statement cannot be executed by the database because it contains SAS specific 

SQL.” 메시지가 발생하면서 job 실행이 안되요. 

[상세내용] 

특정 배치에서 오류가 지속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로그를 보니 아래 부분이 문제인 거 같네요. 어떻

게 처리하면 될까요? 

 

226        PROC SQL; 

227            CREATE TABLE AB AS 

228            SELECT   * 

229            FROM     BC 

230            GROUP BY DE, FG 

231            HAVING COUNT(DISTINCT AB)>=2 

232            ; 

WARNING: The statement cannot be executed by the database because it contains SAS specific SQL. 

NOTE: The query requires remerging summary statistics back with the original data. 

NOTE: Table BC.AB created, with 0 rows and 39 columns.  

 

[답변] 

해당 오류메시지는 실행하신 PROC SQL 문장이 대상 ORACLE 에서 실행될 수 없는 구문을 가지고 

있어서 발생합니다. 아래 Link 를 참고하셔서 SQL Pass-Through 구문으로 수정후 실행해 보시기 바

랍니다.  

  

https://go.documentation.sas.com/?docsetId=lrcon&docsetTarget=n1kbstf7vw0qcjn1ibfc8c78a9lc.htm

&docsetVersion=9.4&locale=en 

https://go.documentation.sas.com/?docsetId=lrcon&docsetTarget=n1kbstf7vw0qcjn1ibfc8c78a9lc.htm&docsetVersion=9.4&locale=en
https://go.documentation.sas.com/?docsetId=lrcon&docsetTarget=n1kbstf7vw0qcjn1ibfc8c78a9lc.htm&docsetVersion=9.4&local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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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SQL; 

   CONNECT TO ORACLE AS MYCONN (USER=xxxx PASSWORD=xxxx ....); 

   CREATE TABLE &LIB_A.AB SELECT * FROM CONNECTION TO MYCONN 

   ( 

    SELECT   * 

    FROM     BC 

    GROUP BY DE, FG 

    HAVING   COUNT(DISTINCT AB)>=2 

   )  

; 

QUIT; 

 

 

32> Index 를 create 하려니까 “ERROR: HEADER/VARIABLE UPDATE 함수는 ODBC 엔진을 지원하지 않습

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아래 link 에 보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pport.sas.com/kb/37/015.html 

 

… To alter an RDBMS table, you must use explicit pass-through processing (also known as PROC 

SQL pass-through), as shown in the following example: 

 

proc sql ; 

   connect to oracle(user=user-ID password=password path=host_string); 

   execute( alter table table-name ...specific-Oracle-syntax...)by oracle; 

   disconnect from oracle; 

quit; 

... 

 

Index 를 생성하시려면 아래 sample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oc sql;  

    connect to odbc(dsn=xxx user=xxx password=xxxx);  

    execute(create index....) by odbc;  

quit; 

 

 

 

http://support.sas.com/kb/37/0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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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DH(Cloudera Hadoop) 6.1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SAS9.4M5 버전을 지원하는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래 link 에서 Hadoop 제품별/버전별로 SAS 버전별 지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https://support.sas.com/en/documentation/third-party-software-reference/9-4/support-for-hadoop.html 

 

 

34> PC SAS 엣서 Oracle table 을 읽어오면 한글이 깨져서 보입니다.  

 

오라클 Client 의 NLS_LANG 에 설정된 Character set 과 오라클 Server 에 설정되어 있는 

NLS_CHARACTERSET 이 다를 경우, 한글이 깨어져 출력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1. Oracle Client Characterset 확인 

   "\HKEY_LOCAL_MACHINE\SOFTWARE\ORACLE\<Oracle Client>\NLS_LANG"확인 

   (결과)  

        NLS_LANG     KOREAN_KOREA.KO16MSWIN949 

           위의 경우, CHARACTERSET 은 KO16MSWIN949 

 

 

2. Server NLS_CHARACTERSET 확인 

   아래 구문을 실행한 결과에서 확인가능 

 

proc sql;  

    connect to oracle(user=sas orapw=sas path="XE");  

    select * from connection to oracle  

        (select *  

         from v$nls_parameters  

         where parameter = 'NLS_CHARACTERSET' 

        );  

    disconnect from oracle;  

quit;  

 

    (결과) 

        NLS_CHARACTERSET  KO16KSC5601 

 

 

한글이 깨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https://support.sas.com/en/documentation/third-party-software-reference/9-4/support-for-hadoo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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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라클 client 의 CharacterSet 을 수정(registry 수정)  <-- 일반적인 방법 

    2. 오라클 server 의 NLS_CHARACTERSET 수정 

 

 

35> SPDS 를 사용하는 batch 작업에서, “ERROR: Unable to save sorted bin on disk.” 오류가 발생합니다.  

 

해당 오류는 주로 SPDS work 의 disk 공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우선, spdsclean utility 를 이용해서 work 에 쌓여있는 임시파일들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spdsclean utility 사용방법은 아래 예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spdsclean -parmfile /xxx/xxx/site/spdsserv.parm -libnamefile /xxx/xxx/site/libnames.parm 

 

  -parmfile 옵션에는 spdsserv.parm 파일 경로지정 

  -libnamefile 옵션에는 libnames.parm 파일 경로를 지정  

 

* spdsclean utility 는 spds service 가 중지된 상태에서 실행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link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go.documentation.sas.com/?docsetId=spdsag&docsetTarget=n0wiy817krbl3vn1kocowwxv1fgu.htm&docs

etVersion=5.4&locale=en 

 

 

36> Viya 에서 MySQL DB 의 data 를 읽어오면 한글이 깨져서 보입니다.  

 

SAS libname 구문에 dbconinit="set names 'utf8';" 옵션을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libname dblib MySQL user='xxxxx' dbconinit="set names 'utf8';" password='xxxxx' 

host='xxx.xxx.xxx.xxx' database='xxxx' port=xxxx ;   

 

 

37> “MISSING”이라는 key word 가 SAS dataset 과 DBMS 에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상세내용] 

SQL DB table 에 아래와 같은 명령을 주었을 때, 결과가 제대로 filtering 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

니다.  다른 SQL table 에 test 시에도 역시 filter 작동이 안되구요.  

동일 data 를 work 이 SAS table 로 떨군뒤 같은 명령을 수행시엔 문제없이 실행되구요. Missing 

key word 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 사례에 대해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https://go.documentation.sas.com/?docsetId=spdsag&docsetTarget=n0wiy817krbl3vn1kocowwxv1fgu.htm&docsetVersion=5.4&locale=en
https://go.documentation.sas.com/?docsetId=spdsag&docsetTarget=n0wiy817krbl3vn1kocowwxv1fgu.htm&docsetVersion=5.4&local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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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안됨] 

PROC SQL; 

   CREATE TABLE WORK.Test1 AS  

   SELECT t1.ODS_DATE,  

          t1.LOT_NO,  

          t1.DCC 

   FROM SASMART.M_LOT_PIN t1 

   WHERE t1.DCC NOT IS MISSING; 

QUIT; 

 

[실행됨] 

PROC SQL; 

   CREATE TABLE WORK.Test2 AS  

   SELECT t1.ODS_DATE,  

          t1.LOT_NO,  

          t1.DCC 

   FROM WORK.Test1 t1 

   WHERE t1.DCC NOT IS MISSING; 

QUIT;  

 

[답변] 

SAS 에서 DBMS null 값과 SAS missing 값을 처리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DBMS null 값은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DBMS null 값을 정렬하거나 비교 연산자로 

값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SAS dataset 의 missing 값은 SAS 내부에서 부동 소수점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SAS 는 

missing 값을 기준으로 정렬하거나 비교 연산자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8> ODBC 를 통해 사내 DB 에 연결해서 Data 를 읽어오면 한글이 “?”로 보입니다.  

 

아래 경로의 파일을 수정하신 후 EG 를 재실행해서 동일코드를 실행해보시기 바랍니다.  

 

1. C:\Program Files\SASHome\SASFoundation\9.4\sasv9.cfg 

 

2. Unicode SAS 를 사용하도록 수정  

 

[기존] -config "C:\Program Files\SASHome\SASFoundation\9.4\nls\ko\sasv9.cfg" 

[수정] -config "C:\Program Files\SASHome\SASFoundation\9.4\nls\u8\sasv9.c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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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Oracle libname 구문을 실행하면,” ORA-12154: TNS:could not resolve the connect identifier 

specified.” 오류가 발생합니다.  

 

아래 코드 실행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cro doit(command); 

  filename p pipe &command lrecl=32767; 

  data _null_;                                                                  

  infile p; 

  input; 

  put _infile_; 

  run;                                                                          

%mend; 

%doit("cat $ORACLE_HOME/network/admin/tnsnames.ora");  

 

[오류내용) 

cat: /.../network/admin/tnsnames.ora: Permission denied 

 

해당 오류는 tnsnames.ora 파일에 대한 읽기권한이 없어서 발생합니다.   

Oracle 관리자께 tnsnames.ora 파일을 모든 사용자가 읽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

시기 바랍니다.  

 

 

40> SAS EG 에서 Oracle 계정으로 어떤 Query 를 실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SAS Workspace Server 의 trace log 를 보면 Oracle 로 전달된 query 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ogging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Workspace Server Logging 방법] 

 

1. 서버의 아래 경로로 이동 

/<SAS Config 경로>/Lev<n>/SASApp/SASWorkspaceServer 

 

2. sasv9.cfg 백업 후 Open 

 

3. “-logconfigloc” 옵션에 지정되어 있는 “logconfig.xml”을 “logconfig.trace.xml” 로 변경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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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logconfigloc "/sas/sasv94/config/Lev2/SASApp/WorkspaceServer/logconfig.xml" 

➔ -logconfigloc "/sas/sasv94/config/Lev2/SASApp/WorkspaceServer/logconfig.trace.xml" 

 

4. Logging 은 새로 연결되는 사용자부터 Trace 되며, Logging 적용 후에는 서버의 아래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AS Config 경로>/Lev<n>/SASApp/SASWorkspaceServer/L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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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 활용 – AMO] 

1> AMO 를 설치한 이후로 엑셀을 실행할 때 로딩이 오래 걸립니다. AMO 를 삭제하거나 엑셀에 SAS 탭을 

보이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제어판에서 AMO 를 삭제하거나, 

엑셀에서 파일 → 옵션 → 추가 기능 → COM 추가 기능 → Add In for Microsoft Office  

체크 해제 후 확인 

 

 

2> AMO 를 설치한 이후로 엑셀에서 SAS 탭이 보이지 않습니다. 

 

1. 엑셀 실행 

2. 파일 → 옵션 → 추가기능 

3. 하단 ‘관리’에서 ‘COM’ 추가기능 선택 후 이동 

4. SAS add-in-Microsoft Office 선택 후 확인 

 

 

3> Window10 에서 AMO 를 사용하려면 어느 버전을 사용해야 하나요? 

 

 AMO 7.12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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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 활용 – JMP] 

 

1> JMP 를 실행하면, “System.Reflection.TargetInvocationException: Exception has been thrown by the 

target of an invocation…” 오류가 발생합니다.  

[상세내용] 

JMP has experienced a problem and must now terminate: 

System.Reflection.TargetInvocationException: Exception has been thrown by the target of an 

invocation.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problem will be written to  

"C:\Users\XXX\Documents\JMPManagedExcept.txt" if possible. Please contact JMP 

Technical Support to report this problem so that it can be investigated. 

 

[답변] 

문의주신 오류는 JMP 환경관련된 파일이 손상되어 발생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If JMP crashes when starting up, you probably have a corrupt JMP preferences file, session file, home 

window layout file, or custom menu file. Back up the following files, then delete them, and then 

restart JMP) 

아래 가이드로 진행하신 후, JMP 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JMP 종료 

2. OS 확인 후, 아래 파일을 백업 받은 후, 삭제 

For Windows XP, look under:  

C:\Documents and Settings\<your userid>\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SAS\JMP\10\JMP.PFS  

C:\Documents and Settings\<your userid>\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SAS\JMP\10\usercust.jmpcust  

C:\Documents and Settings\<your userid>\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SAS\JMP\10\English\*.jmpmenu  

C:\Documents and Settings\<your userid>\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SAS\JMP\10\English\session.jsl  

C:\Documents and Settings\<your userid>\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SAS\JMP\10\homelayout.xml  

C:\Documents and Settings\<your userid>\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JMP10 Data\JMP.PFS  

C:\Documents and Settings\<your userid>\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JMP10 Data\English\*.jmpmenu  

C:\Documents and Settings\<your userid>\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JMP10 Data\English\session.jsl  

C:\Documents and Settings\<your userid>\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JMP10 Data\homelayout.xml  

C:\Documents and Settings\<your userid>\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SAS\JMP\Addins\*  

 

For Windows Vista or Windows 7, look under:  

C:\Users\<your userid>\AppData\Local\SAS\JMP\10\JMP.PFS  

C:\Users\<your userid>\AppData\Local\SAS\JMP\10\usercust.jmpcust  

C:\Users\<your userid>\AppData\Local\SAS\JMP\10\homelayout.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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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ers\<your userid>\AppData\Local\SAS\JMP\10\English\session.jsl  

C:\Users\<userid>\AppData\Local\SAS\JMP\Addins\ 

  

3. JMP 재시작 

 

 

2> JMP 사용 중 아래와 같은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 System.NullReferenceException 개체 참조가 개

체의 인스턴스로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의주신 오류는 JMP 환경관련된 파일이 손상되어 발생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아래 가이드로 진행하신 후, JMP 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JMP 종료 

2. OS 확인 후, 아래 파일을 백업 받은 후, 삭제 

C:\Users\{UserID}\AppData\Local\SAS\JMP\10\JMP.PFS 

C:\Users\{UserID}\AppData\Local\SAS\JMP\10\English\session.jsl 

3. JMP 재시작 

 

 

3> JMP 사이트에서 JMP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려고 합니다. 사이트에서 제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 메일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혹 Profile 에 설정한 email 이 block 되어 메일이 전송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email 계정을 이용해서 새롭게 프로파일을 생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4> JMP 삭제/재설치 가이드입니다 

 

1. JMP 삭제  

a) 해당 폴더가 존재하면 삭제 JMP: C:\Program Files\SAS\JMPxx  

b) 해당폴더가 존재하면 삭제 JMP: C:\Users\<Your UserID>\AppData\Local\SAS\JMPxx\  

c) 윈도우 레지스트에서 해당 디렉토리가 존재하면 삭제  HKEY_CURRENT_USER\Software\SAS 

Institute Inc.\JMP\xx 

                                                                                            

HKEY_LOCAL_MACHINE\Software\SAS Institute Inc.\JMP\xx 

 윈도우 시작메뉴에서 regedit 입력하면 레지스트리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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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crosoft .NET 4 삭제 

3. JMP 재설치 ( 재설치시에는 고객사 보안프로그램이 존재하면 off ) 

4. Microsoft .NET 4 설치, 아래 URL 참고 

http://www.microsoft.com/downloads/en/details.aspx?FamilyID=9cfb2d51-5ff4-4491-b0e5-

b386f32c0992 

  

  

5>JMP 라이선스 갱신은 아래의 두가지중에 선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JMP 갱신 가이드] 

  

[갱신방법 1] 

JMP 라이선스 Renew 에 대해서는 아래의 방법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File > New > Script 

Renew license ( ); 입력 후, 실행 

 Edit -> Run Script 클릭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면 [Open License] 선택 

 

  

JMP 라이선스 파일 (.TXT) 선택하여 갱신. (Administrator Name 과 Department 입력 후 (입력하지 않

아도 무방함), OK 클릭) 

Your license has been accepted. Thank you. 문구를 확인하면 라이선스가 갱신된 것입니다. OK 클릭

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Help > About JMP > User 에서 Expire 날짜 확인  

  

  

http://www.microsoft.com/downloads/en/details.aspx?FamilyID=9cfb2d51-5ff4-4491-b0e5-b386f32c0992
http://www.microsoft.com/downloads/en/details.aspx?FamilyID=9cfb2d51-5ff4-4491-b0e5-b386f32c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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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방법 2]  

1. 발급받은 JMPXX 라이선스의 내용 중에 Platform=부터 Department=까지 복사 

 

  

2. JMP 설치경로에 (default: C:\Program Files\SAS\JMP\XX) jmp.per 파일로 저장  

(파일형식: 모든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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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 활용 – Viya] 

 

1> SAS Studio 에서 코드를 통해 CAS 에 테이블을 로딩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SAS Studio 에서는 Snippet 기능을 통해 Sample Code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sample code 를 참고하시어 활용 부탁드립니다.  

 

[파일형태를 로드하는 경우] 

proc casutil; 

load file="pathToClientFile"  

outcaslib="myCaslib" casout="tableNameForLoadedFile"; 

run; 

 

[SAS 기본 라이브러리의 테이블을 로딩하는 경우] 

proc casutil; 

load data=library.tablename outcaslib="myCaslib" 

 casout="targetTableName"; 

run; 

 

[다른 CAS 라이브러리에서 테이블을 로딩하는 경우] 

proc casutil; 

 load casdata="sourceTableName" incaslib="sourceCaslib"  

 outcaslib="targetCaslib" casout="targetTableName"; 

run; 

 

 

2> SAS Studio 에서 upload 하는 파일 size 제한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래 파일에 옵션 추가하여 upload 하는 파일 size 변경이 가능 합니다. size 변경 후에는 서비스 재시

작이 필요합니다.  

 

파일 경로: /opt/sas/viya/config/etc/sasstudio/default/init_usermods.properties 

설정 방법: webdms.maxUploadSize=10485760      size 제한을 10M 로 변경할 때 

 

* 큰 파일 이동시에는 FTP 등의 툴을 이용하여 서버에 파일을 올려 둔 후,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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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S Studio Oracle table 의 한글이 깨져서 보입니다.  

 [상세내용] 

 VIYA STUDIO 에서 라이브러리 문장을 사용하여 ORACLE 에 접속 시(libname olib oracle 

path="ORCL" user="ID" password="PW"; ) 오라클 테이블의 한글 데이터가 데이터 탐색 시 깨져서 

보이거나 컬럼 헤더가 한글일 경우, 데이터셋을 오픈할 수 없습니다. 

 

 [답변] 

아래 경로의 파일에 NLS_LANG 옵션을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일 경로 : /opt/sas/spre/home/SASFoundation/bin/sasenv_local 

추가할 내용 : export NLS_LANG=<NLS_LANG 설정값> 

          예) export NLS_LANG=american_america.ko16ksc5601 

 

 

4> VIYA 에서 백업 실행시, "공유된 Vault 위치가 올바르지 않아 요청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SAS Environment Manager 에서 Backup Service 의 SharedVault 경로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SAS Viya Administration Guide 의 Backup and Restore 항목을 참고하십시요.  

 

 

5> Viya 의 work 경로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opt/sas/spre/home/SASFoundation/sasv9.cfg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SAS work 경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6> VIYA 에서 사용자 계정별 접속횟수에 대한 통계를 볼 수 있나요?  

 

계정별 리포트 접속 횟수관련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SAS Viya 의 Environment Manager 에 접속하신 

후, Dashboard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리포트 표시를 Click 후 User Activity 에서 열기를 누른 

후 Report Activity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SAS Viya Administration 문서의 Auditing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VIYA Studio 의 Timeout 시간 설정 변경이 가능한가요?  

 

Studio 의 설정 → timeout interval 에서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설정한 시간이후에는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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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VIYA 의 SAS Studio 에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폴더를 제한할 수 있나요?  

 

아래의 절차에 따라 폴더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설정 파일  

/opt/sas/viya/config/etc/sasstudio/default/init_usermods.properties 

2. 변경 내용  

   webdms.customPathRoot=/tmp/xxxx    제한할 폴더 추가  

3. 서비스 재시작 

sudo systemctl restart sas-viya-sasstudio-default.  

 

 

9> SAS VIYA 에서 사용하는 JAVA 의 기본 설정값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Viya 에서 사용하는 Java 의 기본 설정값은 아래 경로의 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Viya 설치 경로>/config/etc/sysconfig/sas-javaesntl/sas-java-services-memory-tuning 

 

다만, 이 파일은 기본 설정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Viya 서비스에서 별도의 설정을 할 수 있

습니다. Environment Manager 의 Configuration 메뉴를 확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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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 설치 및 라이선스갱신 관련 FAQ] 
 

[SAS 설치] 

 

1> SAS 설치 가이드 

 

http://www.sas.com/korea 에서 ‘메뉴’ > ‘지원서비스’ > ‘국내 고객지원’ > ‘설치 관련’을 클릭하시면 

SAS 설치가이드를 버전별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sas.com/ko_kr/support/customer_faq.html#support-tab02 

 

 

2> SAS 설치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 

 

1. SAS 버전 별 지원 가능한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확인 

http://support.sas.com/resources/sysreq/hosts/index.html 

 

2. SAS 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계정: 관리자권한의 영문계정  

(한글로 되어 있을 경우, 영문으로 변경하지 마시고 영문으로 구성된 컴퓨터관리자 계정을 

새로 생성해야 합니다.)  

⚫ 설치계정 Password: 영문, 숫자 포함하여 6 자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컴퓨터 이름: 영문으로 구성 (영문, 숫자 가능, *한글이나 특수문자가 포함된 컴퓨터이름은 

오류가 발생함)  

⚫ 만약, Depot 을 생성 후에 설치 진행 시, Depot 의 디렉토리는 영문으로 구성되어야 함. 

 

참고로 간혹 PC 에 설치된 보안프로그램이나 바이러스 관련프로그램의 충돌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구동중인 바이러스 관련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실시간 검사를 설치 중 

에는 중지한 후 설치를 시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3> 현재 사용중인 운영체제는 Windows Home Edition 제품입니다. SAS 설치가 가능한가요? 

 

Windows10 환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Windows7 Home Edition 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사

용하도록 배포된 제품(SAS® Education Analytical Suite) 에 한하여 Windows7 Home Premium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Window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s.com/korea
https://www.sas.com/ko_kr/support/customer_faq.html#support-tab02
http://support.sas.com/resources/sysreq/host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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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ort.sas.com/supportos/list?requestAction=summary&outputView=sasrelease&sasrelease=

9.4&platformGroup=Windows&platformName=all  

 

 

4> 설치 시 계속 재부팅 메세지가 나옵니다.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SAS 설치 시, 필요한 MS 컴포넌트 설치가 안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2~3 회 재부팅 하는데 3~4 회 

재부팅 후에도 계속 재부팅 메시지가 나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시작> 실행> regedit 입력 후 엔터 

 2. 아래 경로로 이동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Control\Session Manager 

 3. 오른쪽에 PendingFileRenameOperations 라는 key 가 있으면 삭제 

 4. Session Manager 하위 레지스트리에 FileRenameOperations 삭제 

 [참고 URL] http://support.sas.com/kb/39/421.html 

 

 

5> SAS 9.4 에서 ‘SAS 소프트웨어 설치’를 선택 후 진행하려고 하자 “본 사용자 계정은 설치 권한이 없습니

다” 라는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설치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설치 진행 중 위와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경우,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십시요. 

 

     1) 컴퓨터 로그인시 사용자계정이 Admin (관리자) 권한이 있는 계정인가 확인  

     2) 컴퓨터 사용자계정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자권한의 영문계정으로 생성 

- 컴퓨터 명을 영문으로 변경하여, 영문계정으로 로그인해도 기존 한글명으로 남아있어 계

속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계정을 관리자권한이 있는 영문계정을 

새로 추가를 하여 설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컴퓨터 이름에 한글이나 특수문자가 포함되었다면 영문 수정  

   

[참고] 

     *  영문 사용자계정 만들기 

  **OS 가 Windows7 인 경우 

1.1) 제어판>관리도구>컴퓨터 관리>로컬사용자 및 그룹>사용자 추가(영어로 설정) 

-‘다음 로그온할 때 반드시 암호 변경’을 체크 해제, ‘암호 변경할 수 없음’, ‘암호사용

기간 제한 없음’을 체크 

1.2) 그룹>Admin 선택>위 단계에서 영어로 지정한 사용자 추가 

 

**OS 가 Windows8 인 경우 

1.1) 참메뉴(키보드의 윈도우키+C) 클릭>설정>오른쪽 하단의 [PC 설정 변경] 

https://support.sas.com/supportos/list?requestAction=summary&outputView=sasrelease&sasrelease=9.4&platformGroup=Windows&platformName=all
https://support.sas.com/supportos/list?requestAction=summary&outputView=sasrelease&sasrelease=9.4&platformGroup=Windows&platformName=all
http://support.sas.com/kb/39/4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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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Microsoft 계정사용]>[사용자추가](영어로 설정) 

1.2) 제어판>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사용자 계정>계정관리>계정변경 

-새로운 등록한 계정을 더블클릭>계정 유형변경>관리자 설정 

 

 

**OS 가 Windows8.1 인 경우 

1.1) 참메뉴(키보드의 윈도우키+C) 클릭>설정>오른쪽 하단의 [PC 설정 변경] 

>사용자>[Microsoft 계정사용]>[사용자추가](영어로 설정) 

1.2) 제어판>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사용자 계정>계정관리>계정변경 

-새로운 등록한 계정을 더블클릭>계정 유형변경>관리자 설정 

 

**OS 가 Windows10 인 경우 

1.1) 시작 메뉴>설정>계정>가족 및 다른 사용자>이 PC 에 다른 사용자 추가 

>추가하려는 사람에게 전자 메일 주소가 없습니다>Microsoft 계정 없이 사용자 추가

>[내 PC 용 계정 만들기](영어로 설정) 

-새로 등록한 계정을 더블클릭>계정 유형변경>관리자 설정 

1.2) 시작메뉴 오른쪽 클릭>컴퓨터 관리>로컬 사용자 및 그룹>사용자>폴더 가운데 오른

쪽 클릭>[새 사용자](영어로 설정) 

-새로 등록한 계정을 더블클릭>소속 그룹>추가>고급>지금 찾기>Administrators 선

택 후 확인 

 

       * 컴퓨터 이름을 영문으로 수정하기 

           내 컴퓨터->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속성 클릭->컴퓨터 이름->영문으로 변경 

 

 

6> SAS 설치 시, 사후처리 단계에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설치를 중단하고 SAS 를 기동하면 라이선스 만료 

관련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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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설치 시 사용된 계정과 컴퓨터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사후처리 작업 시 제대로 작업이 되지 못해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계정이 한글인 경우, 영문 관리자계정을 새로 추가하고 그 계정으로 컴퓨터명 

변경 및 설치를 진행해야 하며, 계정을 단순히 한글에서 영문으로 변경하여 설치했을 경우에도 오류

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DVD 로 설치 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로그인 계정과 컴퓨터명을 확

인하고 아래 가이드에 따라 SAS S/W 를 삭제 후 재설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upport.sas.com/kb/45523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SAS 삭제 – 제어판에서 삭제가 안되는 경우에는 2-3-4-1 순으로 진행] 

  1) 제어판에 SAS 관련 프로그램 삭제 

  2) C:\Program Files<SAS 를 설치한 경로>\SASHOME 폴더 삭제 

  3) config 디렉터리 삭제 

  (AppData, Application Data 폴더가 보이지 않을 경우 윈도우탐색기에서 폴더에 대해 숨김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 C:\Users\<user-ID>\AppData\Roaming\SAS 삭제  

                      C:\Users\<user-ID>\AppData\Local\SAS 삭제 

  4) registry 삭제 

  시작 > regedit 입력 후 엔터 

  아래 경로가 존재하면 오른쪽클릭 > 삭제 

  HKEY_LOCAL_MACHINE\SOFTWARE\SAS Institute Inc. 

  HKEY_LOCAL_MACHINE\SOFTWARE\Wow6432Node\SAS Institute Inc. 

  

[2. 계정 및 컴퓨터명 확인] 

  1. 시작 > cmd 입력 후 엔터 

  2. hostname 입력 후 엔터 

  c:\user\..... > 계정명 

   hostname 입력 후 엔터 결과 > 컴퓨터명 

  3. 계정이 한글인 경우에는 영문관리자 계정으로 재생성, 컴퓨터 명이 한글인 경우에는    

     영문으로 변경 

  

http://support.sas.com/kb/4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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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생성 

1) 영문 사용자계정 만들기 

**OS 가 Windows7 인 경우 

       1.1) 제어판->관리도구->컴퓨터관리->로컬사용자 및 그룹->사용자추가(영어로 설정) 

- '다음 로그온할 때 반드시 암호 변경'을 체크 해제, '암호 변경할 수 없음', 

'암호사용기간 제한 없음'을 체크 

       1.2) 그룹->Admin 선택->위 단계에서 영어로 지정한 사용자 추가 

    

**OS 가 Windows8 인 경우 

1.1) 참메뉴(키보드의 윈도우키 + C) 클릭 > 설정 > 오른쪽 하단의 [PC 설정 변경]  

                 > 사용자> [Microsoft 계정사용] > [사용자추가](영어로 설정) 

1.2) 제어판> 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 > 사용자 계정 > 계정관리 > 계정변경 

           - 새로 등록한 계정을 더블클릭 > 계정 유형변경 > 관리자 설정 

 

 

**OS 가 Windows8.1 인 경우 

1.1) 참메뉴(키보드의 윈도우키+C) 클릭>설정>오른쪽 하단의 [PC 설정 변경] 

>사용자>[Microsoft 계정사용]>[사용자추가](영어로 설정) 

1.2) 제어판>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사용자 계정>계정관리>계정변경 

-새로운 등록한 계정을 더블클릭>계정 유형변경>관리자 설정 

 

**OS 가 Windows10 인 경우 

1.1) 시작 메뉴>설정>계정>가족 및 다른 사용자>이 PC 에 다른 사용자 추가 

>추가하려는 사람에게 전자 메일 주소가 없습니다>Microsoft 계정 없이  

사용자 추가>[내 PC 용 계정 만들기](영어로 설정) 

-새로 등록한 계정을 더블클릭>계정 유형변경>관리자 설정 

1.2) 시작메뉴 오른쪽 클릭>컴퓨터 관리>로컬 사용자 및 그룹>사용자>폴더 가운데 

 오른쪽 클릭>[새 사용자](영어로 설정) 

-새로 등록한 계정을 더블클릭>소속 그룹>추가>고급>지금 찾기>Administrators 선

택 후 확인 

 

2) 컴퓨터 이름을 영문으로 수정하기 

 내 컴퓨터>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속성 클릭>컴퓨터 이름>영문으로 변경 후 재부팅 

  

[3. SAS Software depot 생성] 

  SAS Depot 생성 방법 :   

  SAS 9.3 : https://www.sas.com/content/dam/SAS/documents/technical/training/ko/ko_kr-93-depot-guide.pdf  

  SAS 9.4 : https://www.sas.com/content/dam/SAS/documents/technical/training/ko/ko_kr-94-depot-guide.pdf  

                           

https://www.sas.com/content/dam/SAS/documents/technical/training/ko/ko_kr-93-depot-guide.pdf
https://www.sas.com/content/dam/SAS/documents/technical/training/ko/ko_kr-94-depot-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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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Depot 생성은 SAS 설치는 아닙니다. 여러 장의 DVD (여러 개의 폴더)를 하나의  

  설치 image 로 모으는 작업입니다.) 

  

  ** C 드라이브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Directory 지정을 D:\SAS Software Depot 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4. SAS 재설치]  

  생성된 Depot 폴더내 setup.exe 마우스 오른쪽 클릭 >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클릭) 

  설치하시는 중에는 바이러스 관련 프로그램 실시간 검사를 중지하거나, 안전모드에서 설치 

 

 

7> "선택된 SAS 소프트웨어 주문에서 사용되도록 지정된 SAS 설치 데이터 파일이 아닙니다." 라는 오류 메

시지가 나옵니다. 

 

새로 발급 받은 갱신용 라이선스로 SAS 를 설치하려고 할 때, 만료된 라이선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은 설치 제품과 새로 발급받으신 갱신용 라이선스의 order 

number 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해당 오류는 설치를 시작하실 때,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파일 중 sid_file 폴더 안에 있는 예전 라이선스 Open 

2) BIRTHDAY 와 EXPIRE 의 날짜를 찾아 그 사이의 날짜로 컴퓨터 시스템 날짜 (모니터 오른쪽 

하단)를 수정  

예) BIRTHDAY='01SEP2021'D  EXPIRE='01SEP2022'D 라면 컴퓨터 시스템 날짜를  

2021 년 8 월 31 일로 수정 

     3)   SAS 설치 데이터 파일 지정 단계에서 예전 라이선스를 지정 후 설치 진행 

     4) 설치 완료 후에 컴퓨터 시스템 날짜를 복원시킨 후, 새로운 라이선스로 갱신 작업 진행 

(갱신 방법: http://www.sas.com/korea 에서 ‘메뉴’ > ‘지원서비스’ > ‘국내 고객지원’ > ‘갱신 

관련’ 참조)  

 

 

8> SAS 설치시 권장하는 Java 버전은 무엇입니까? 

 

SAS 9.4 설치 시, 권장하는 Java 등 S/W 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Third-Party Software 

Requirements for Use with SAS® 9.4)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upport.sas.com/en/documentation/third-party-software-reference/9-4.html  

https://support.sas.com/en/documentation/third-party-software-reference/9-4/support-for-java.html  

https://support.sas.com/kb/56/203.html   

 

http://www.sas.com/korea
https://support.sas.com/en/documentation/third-party-software-reference/9-4.html
https://support.sas.com/en/documentation/third-party-software-reference/9-4/support-for-java.html
https://support.sas.com/kb/56/2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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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AS 의 설치 경로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SAS 설치화면 중에서 설치 홈을 지정하는 단계화면에서 설치 경로를 지정합니다. 

   기본: C:\Program Files\SASHome 

   ( 변경 예) D:\SASHome  

 

그런데, 장기적으로 원활한 SAS S/W 유지관리를 위하여 C: 드라이브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기본 경로인 C:\Program Files\SASHome 에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설치 단계별 화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랭크를 참고하십시요. 

      

https://go.documentation.sas.com/?docsetId=fndigwin&docsetTarget=n04006sasfoundatwin00install.

htm&docsetVersion=9.4&locale=ko  

 

 

10> SAS Software Depot 은 무엇인가요? 꼭 설치해야 하나요? 

 

Depot 구성은 하나의 디렉터리 폴더 안으로 이미지를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간혹 CD 로 설치 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며, DVD 리더기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CD 보다 빠르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Depot 생성을 완료한 후에는 생성된 폴더 내 setup.exe 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며, SAS 이미지가 여

러 장의 DVD 가 아닌, 이미 하나의 디렉터리로 구성된 경우에는 Depot 을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sas.com/korea 에서 ‘메뉴’ > ‘지원서비스’ > ‘국내 고객지원’ > ‘설치 관련 

에서 SAS 버전에 맞는 SAS Depot 생성 가이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 설치 진행 시 [Microsoft Visual C++ 2005 Redistributable]창이 뜨면서, “Command Line option 

Syntax Error. Type Command /? for Help”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컴퓨터명 또는 계정에 한글 혹은 특수문자가 포함되어 있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

하신 후 설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계정: 관리자권한의 영문계정 (한글로 되어 있을 경우, 영문으로 변경하지 마시고  

            영문으로 구성된 컴퓨터관리자 계정을 새로 생성해야 합니다.)  

2. 컴퓨터 이름: 영문으로 구성 (영문, 숫자 가능 – 한글 포함된 컴퓨터이름은 오류 발생함)  

3. Depot 을 생성 후에 설치 진행 시, Depot 의 디렉터리는 영문으로 구성되어야 함.  

      

 

https://go.documentation.sas.com/?docsetId=fndigwin&docsetTarget=n04006sasfoundatwin00install.htm&docsetVersion=9.4&locale=ko
https://go.documentation.sas.com/?docsetId=fndigwin&docsetTarget=n04006sasfoundatwin00install.htm&docsetVersion=9.4&locale=ko
http://www.sas.com/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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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사용자계정 만들기 

**OS 가 Windows7 인 경우 

1.1) 제어판>관리도구>컴퓨터 관리>로컬 사용자 및 그룹>사용자 추가(영어로 설정) 

-‘다음 로그온할 때 반드시 암호 변경’을 체크 해제, ‘암호 변경할 수 없음’, ‘암호사용

기간 제한 없음’을 체크 

1.2) 그룹>Admin 선택>위 단계에서 영어로 지정한 사용자 추가 

 

**OS 가 Windows8 인 경우 

1.1) 참메뉴(키보드의 윈도우키+C) 클릭>설정>오른쪽 하단의 [PC 설정 변경] 

>사용자>[Microsoft 계정사용]>[사용자 추가](영어로 설정) 

1.2) 제어판>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사용자 계정>계정관리>계정변경 

-새로운 등록한 계정을 더블클릭>계정 유형변경>관리자 설정 

 

**OS 가 Windows8.1 인 경우 

1.1) 참메뉴(키보드의 윈도우키+C) 클릭>설정>오른쪽 하단의 [PC 설정 변경] 

>사용자>[Microsoft 계정사용]>[사용자추가](영어로 설정) 

1.2) 제어판>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사용자 계정>계정관리>계정변경 

-새로운 등록한 계정을 더블클릭>계정 유형변경>관리자 설정 

 

**OS 가 Windows10 인 경우 

1.1) 시작 메뉴>설정>계정>가족 및 다른 사용자>이 PC 에 다른 사용자 추가 

>추가하려는 사람에게 전자 메일 주소가 없습니다>Microsoft 계정 없이  

사용자 추가>[내 PC 용 계정 만들기](영어로 설정) 

-새로 등록한 계정을 더블클릭>계정 유형변경>관리자 설정 

1.2) 시작메뉴 오른쪽 클릭>컴퓨터 관리>로컬 사용자 및 그룹>사용자>폴더 가운데  

오른쪽 클릭>[새 사용자](영어로 설정) 

-새로 등록한 계정을 더블클릭>소속 그룹>추가>고급>지금 찾기>Administrators 선

택 후 확인 

 

     * 컴퓨터 이름을 영문으로 수정하기 

           내 컴퓨터->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속성 클릭 -> 컴퓨터 이름->영문으로 변경 

 

 

12> SAS Foundation 제품의 최소 권장 사양을 알고 싶습니다. 

 

SAS 9.4 Foundation on Windows x64 의 최소 사양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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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s Supported  

 SAS 9.4 supports x64 processor family systems, also known as Intel64 or AMD64 systems. 

    Desktop Systems 

 Examples are Windows 7, Windows 8, and Windows 10. 

 A minimum of 2 cores 

2 GB RAM (available to SAS) 

Swap space: 1.5 times physical RAM or 250 GB, whichever is less 

Monitors Supported  

 SVGA (resolution of 800x600 or higher) 

 

단, 위 정보는 '최소' 사양이며, 실제로 4GB 이상의 메모리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sas.com/korea > 문서 > 설치&구성 > 시스템요구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support.sas.com/documentation/installcenter/en/ikfdtnwx6sr/66390/PDF/default/sreq.pdf   

 

 

13> Windows8 에 SAS 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오류가 발생합니다. 

 

Windows8 에 SAS 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SAS9.3 13w18 이상 버전이어야 합니다.  

 

[SAS 버전 확인방법] 

 1) Setup.exe 파일이 있는 폴더에서 install_doc > 숫자폴더> soi.html 열기 

 2) [Information for Tech Support Site xxxxxx:] 항목 하단에 위치한 product 확인 

 

       [Windows8 지원 가능한 SAS 버전 확인] 

https://support.sas.com/supportos/list?requestAction=summary&outputView=sasrelease&sasrelease=

&platformGroup=Windows&platformName=Windows+8 

 

[SAS 버전 별 지원 가능한 운영체제(OS) 확인]  

 http://support.sas.com/supportos/list 

 

 

14> Window10 에 SAS 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오류가 발생합니다. 

 

Windows10 에서는 9.4 TS1M3 이상에서 지원합니다.  

자세한 SAS 버전은 설치 폴더 내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AS 버전 확인] 설치파일 폴더 내 > Install_doc > 숫자폴더 > soi.html open: Product 부분에서 확인 

가능(예: 9.4 TS1M1, 9.4TS1M2, 9.4 TS1M3, 9.4 TS1M4,…. 등) 

 

http://www.sas.com/
https://support.sas.com/documentation/installcenter/en/ikfdtnwx6sr/66390/PDF/default/sreq.pdf
https://support.sas.com/supportos/list?requestAction=summary&outputView=sasrelease&sasrelease=&platformGroup=Windows&platformName=Windows+8
https://support.sas.com/supportos/list?requestAction=summary&outputView=sasrelease&sasrelease=&platformGroup=Windows&platformName=Windows+8
http://support.sas.com/supportos/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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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10 지원가능한 SAS 버전 확인] 

https://support.sas.com/supportos/list?requestAction=summary&outputView=sasrelease&sasrelease=

&platformGroup=Windows&platformName=Windows+10  

 

[SAS 버전 별 지원 가능한 운영체제(OS) 확인]  

 http://support.sas.com/supportos/list 

 

 

15> SAS 를 설치하기 위해 setup.exe 를 더블 클릭하면, 시작화면이 중간에 사라져서 더 이상 설치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JAVA 의 memory 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아래 가이드에 따라 JAVA heap size 를 조정하신 

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CD 로 SAS 설치 시] 

1. 1 번 CD PC 에 복사 

2. 아래 경로로 이동 

 (1 번 CD)\products\deploywiz__9xxx__prt__xx__sp0__1 

3. deploywiz.ini 파일 백업 받은 후 오픈 

4. 해당 OS 에서 아래 내용 변경(32bit 인 경우: WIN, 64bit 인 경우: wx6] 후 저장 

launcherargs=-Xmx1024M -jar deploywiz/setup.jar  

>>launcherargs=-Xmx512M -jar deploywiz/setup.jar 

(혹은) launcherargs=-XX:MaxPermSize=160m -Xmx1024M -jar deploywiz/setup.jar 

>>launcherargs=-XX:MaxPermSize=160m –Xmx512M -jar deploywiz/setup.jar 

(512 가 안되는 경우, 256 으로 변경해보시기 바랍니다.) 

5. setup.exe > 오른쪽클릭 > 관리자권한으로 실행 

 

[Depot 으로 SAS 설치 시] 

1. 아래 경로로 이동 

 (Depot 폴더)\products\deploywiz__9xxx__prt__xx__sp0__1 

 이후 과정은 위와 동일 

 

 

16> SAS 9.4 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JBOSS APPLICATION SERVER 와 JAVA Development kit 를 설치할 디렉

터리를 찾으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해당 현상은 SAS Foundation 관련 소프트웨어 외에 다른 제품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진행

하셨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http://www.sas.com/korea 에서 ‘메뉴’ > ‘지원서비스’ > ‘국내 

고객지원’ > ‘설치 관련에서 SAS 설치가이드를 참고하여 설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pport.sas.com/supportos/list?requestAction=summary&outputView=sasrelease&sasrelease=&platformGroup=Windows&platformName=Windows+10
https://support.sas.com/supportos/list?requestAction=summary&outputView=sasrelease&sasrelease=&platformGroup=Windows&platformName=Windows+10
http://support.sas.com/supportos/list
http://www.sas.com/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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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AS Software Depot 구성 중 아래와 같이 ‘복사 실패’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상세내용] 

 

 

[답변] 

SAS Software Depot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는 설치오류가 아닌 설치하기 위한 Depot 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에러입니다.  

발생한 에러의 원인은 주로 보안툴에 의한 차단으로 발생하며, 간혹 DVD 자체의 손상이거나 

DVD 라이터기의 문제일 경우도 있습니다. 

PC 의 보안툴을 중지하고 다시 시도하거나, 다른 PC 에서 Depot 구성을 해 보신 후, 정상적으로 

Depot 구성이 되신다면 외장하드로 옮겨 해당 PC 에 설치를 진행해 보시고, 다른 PC 에서도 

Depot 구성 중 문제가 발생하시면 새로운 DVD 를 발급받으셔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18> 설치 후 바탕화면에 SAS 아이콘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SAS 는 설치 후 바탕화면에 별도의 아이콘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설치된 제품목록은 아래경로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SAS 

 

 

19> Window 10 에 SAS 9.4 설치 후 확장편집기가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해당 현상은 9.4 TS1M3 버전을 설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설정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1. SAS 모두 종료 

2. 아래경로로 이동  

 [64bit SAS] C:\Program Files<SAS 를 설치한 경로>\SASHome\EnhancedEditor\nls  

 [32bit SAS] C:\Program Files<SAS 를 설치한 경로>\SASHome\x86\EnhancedEditor\nls  

 3. kor 폴더 명을 ko 로 변경 

 4. SAS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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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 개의 PC 에 여러 버전의 SAS 를 설치해도 되나요? 

 

1 대의 PC 에는 한 버전의 SAS 만 설치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레지스트리 및 “사용자폴더”의 공유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 설치 시, “ERROR: 라이브러리 SASUSER 에 대한 물리적 이름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류가 발생해서 실

행이 안됩니다. 

[상세내용] 

ERROR: 라이브러리 SASUSER 에 대한 물리적 이름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NOTE: 옵션 하위시스템을 초기화할 수 없습니다 

ERROR: (SASXKINI): PHASE 3 KERNEL INITIALIZATION FAILED 

ERROR: SAS 커널을 초기화할 수 없습니다 

[답변] 

1. 아래 경로로 이동하여 sasv9.cfg 파일 메모장으로 Open(문서보안프로그램 유의) 

C:\Program Files<SAS 를 설치한 경로>\SASHome\SASFoundation\9.4\nls\ko\sasv9.cfg 

  

2. 아래 부분에 대해 변경 

/* Setup the default SAS System user profile folder*/ 

-SASUSER "........\My SAS Files\9.4"이 부분을 읽기, 쓰기 권한이 있는 경로  

-SASUSER "C:\Temp" 이런 형태로 변경 

(단, C:\Temp 라는 폴더는 이미 존재하는 폴더이어야 함) 

 

 

22> 설치 시, “…선택한 SID 파일은 주문용이 아닙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지정하신 라이선스 파일의 '기술지원 사이트번호'와 설치파일의 '기술지원 사이트번호'가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설치파일과 동일한 '기술지원 사이트번호'의 라이선스 파일을 선택하여 설치하십시요.    

설치파일의 “기술지원 사이트 번호”는, 설치파일 폴더 → Install_doc → 폴더(숫자+영문명) → 

soi.html"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설치 중, “Microsoft.NET Framework 3.5 Service Pack 1 나머지 설치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창이 나타

납니다.  

 

.NET 3.5 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OS 상에서 설정 변경 후 설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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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설정] 

1. Windows 기능 입력 후 Enter 

2. Windows 기능 사용/사용 안함 대화상자가 표시될 경우, 상단에 있는 .NET Framework 3.5 Check 

 

3. 업데이트 실행 

 

 

24> Windows 에 SAS 서버 설치한 후 서비스를 시작하는 순서를 알려주세요.  

 

Window 서버의 경우, 전체서비스 시작/중지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

니다. (설치된 제품에 따라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작순서] 

1 SAS Metadata Server  

2 SAS Web Infrastructure Platform Data Server 

3 SAS OLAP Server 

4 SAS object spawner 

5 SAS/SHARE server 

6 SAS/CONNECT spawner 

7 SAS Deployment Tester server 

8 SAS Distributed In-Process Scheduler Job Runner 

9 JMS Broker 

10 Cache Locator 

11 SAS Web Server 

12 SAS Web Application Server 

13 SAS Environment Manager server 

14 SAS Environment Manager Agent 

15 SAS Deployment Agent 

* 중지는 역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55 

 

 

[라이선스갱신] 

 

1> SAS 갱신 라이선스 확인 

 

라이선스를 메모장으로 열어서 Version, Platform_long 을 확인하셔서 SAS 버전과 컴퓨터 OS 가 라이

선스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라이선스의 만료일은 라이선스에서 Expire=를 확인하시면 됩니

다. 

 

 

 

2> SAS 갱신 가이드 

 

- http://www.sas.com/korea 에서 ‘메뉴’ > ‘지원서비스’ > ‘국내 고객지원’ > ‘갱신 관련’ 

 OS 별 SAS 갱신가이드를 버전 별로 다운 

⚫ 본 QA 사례집의 Chapter2 의 갱신 가이드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3> 라이선스 파일을 갱신하려다 보면, “선택한 SAS 설치 데이터 파일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올바른 파일을 

선택하십시오.”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래 절차대로 수동갱신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갱신파일을 메모장에서 열어서 PROC SETINIT 프로시저 부분만 따로 떼어  

메모장에 붙이고 확장자 sss 로 C 드라이브에 저장 

  예) PROC SETINIT RELEASE='9.4'; ..... SAVE; RUN; 부분을 C 드라이브 밑에  

     setinit.sss 로 저장하기 (주의: 저장하실 때, 파일형식은 '모든 파일'로 지정)  

 

2) 명령프롬프트창(DOS 창)을 열어서 sas.exe 가 있는 경로로 위치를 지정해 주고,  

   다음을 실행시키면 갱신 완료.  

      예) C:\Program Files\SAS\SAS 9.4 > sas.exe -sysin "C:\setinit.sss" -setinit  

 

- 자세한 내용은 http://www.sas.com/korea 에서 ‘메뉴’ > ‘지원서비스’ > ‘국내 고객지원’ > ‘갱신 관련’

에서 ‘수동갱신 가이드’ 혹은  

본 QA 사례집의 Chapter2 의 수동갱신 가이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www.sas.com/korea
http://www.sas.com/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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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AS 를 구동하면, WARNING: Your system is scheduled to expire on XXX, which is XX days from 

now…” 메시지가 나옵니다.  

 

1) 갱신파일을 메모장에 열어서 PROC SETINIT ~…~SAVE;RUN; 부분까지 복사 

2) SAS 확장편집기 창에 붙여 넣어 실행  

3) 로그에 경고 문자가 없이 NOTE: Siteinfo data have been updated. 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면 정상

적으로 갱신된 것임.  

- 자세한 내용은http://www.sas.com/korea 에서 ‘메뉴’ > ‘지원서비스’ > ‘국내 고객지원’ > ‘갱신 관련’ 

에서 ‘SAS 만료 경고기간 시 갱신가이드’ 혹은 본 QA 사례집의 Chapter2 의 갱신 가이드 부분을 참

고하기 바랍니다. 

 

 

5> 수동갱신 시, 아래와 같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 ‘은(는) 내부 또는 외부명령,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배치 파일이 아닙니다. 

 

해당 오류는 CMD 창에 명령어를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아래 수동 갱신가이드에서 진

행하고자 하는 단계의 내용을 확인 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SAS9.3 수동갱신가이드]  

https://www.sas.com/content/dam/SAS/documents/technical/training/ko/ko_kr-renewal-sas93-

foundation-manual.pdf  

[SAS9.4 수동갱신가이드]  

https://www.sas.com/content/dam/SAS/documents/technical/training/ko/ko_kr-renewal-sas94-foundation-guide-

manual.pdf  

 

 

6>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SAS 소프트웨어 갱신 혹은 Renew SAS Software 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 경로에서 SASRenew.exe 로 실행 하시거나, 수동갱신 방법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C:\Program Files<SAS 가 설치된 경로>\SASHome\SASRenewalUtility\9.x\SASRenew.exe 

 

[SAS9.3 수동갱신가이드]  

https://www.sas.com/content/dam/SAS/documents/technical/training/ko/ko_kr-renewal-sas93-

foundation-manual.pdf  

[SAS9.4 수동갱신가이드]  

https://www.sas.com/content/dam/SAS/documents/technical/training/ko/ko_kr-renewal-sas94-foundation-guide-

manual.pdf  

http://www.sas.com/korea
https://www.sas.com/content/dam/SAS/documents/technical/training/ko/ko_kr-renewal-sas93-foundation-manual.pdf
https://www.sas.com/content/dam/SAS/documents/technical/training/ko/ko_kr-renewal-sas93-foundation-manual.pdf
https://www.sas.com/content/dam/SAS/documents/technical/training/ko/ko_kr-renewal-sas94-foundation-guide-manual.pdf
https://www.sas.com/content/dam/SAS/documents/technical/training/ko/ko_kr-renewal-sas94-foundation-guide-manual.pdf
https://www.sas.com/content/dam/SAS/documents/technical/training/ko/ko_kr-renewal-sas93-foundation-manual.pdf
https://www.sas.com/content/dam/SAS/documents/technical/training/ko/ko_kr-renewal-sas93-foundation-manual.pdf
https://www.sas.com/content/dam/SAS/documents/technical/training/ko/ko_kr-renewal-sas94-foundation-guide-manual.pdf
https://www.sas.com/content/dam/SAS/documents/technical/training/ko/ko_kr-renewal-sas94-foundation-guide-manual.pdf


 
 

 

157 

 

 

7> Windows 에 설치된 SAS 라이선스 갱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시작 > SAS > Renew SAS Software 9.4. 

    

2) Renew SAS Software 화면에서 갱신할 라이선스파일을 지정함.( 보통 이 라이선스 파일은 SAS94_ 

로 시작하는 텍스트 파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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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이선스 파일의 제품의 만료일을 확인 

 

 

4) 갱신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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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라이선스 파일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요청드립니다. 

 

Current version: 9.04.01M5P091317 

Site name:    'XXX'.                                       고객사명 

Site number:  7023XXXX.                                  고객사 site 번호 

Expiration:   28JUN2020.                                  라이선스 만료일 

Grace Period:  0 days (ending 28JUN2020). 

Warning Period: 30 days (ending 28JUL2020).                경고포함 만료일 

 

 

9> JMP 라이선스는 어떻게 갱신하나요? 

 

1) File → New → Script 

2) Renew license ( ); 입력 후, 실행 

3) Edit → Run Script 클릭 

4)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면 [Open License]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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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JMP 라이선스 파일(.txt)을 선택하여 갱신실행 

➔ Administrator Name 과 Department 입력 후, “OK” Click 

6) “Your license has been accepted. Thank you.” 문구가 나타나면 정상갱신 된 것임 

7) Help → About JMP → User 에서 적용여부 확인 가능 

 

 

10> 라이선스 갱신 시, “…The OSNAME= option specifies…” 메시지가 나오면서 갱신이 안되요. 

[상세내용] 

NOTE: The OSNAME= option specifies 'WX64_WKS' but the current operating system name is 

'X64_SRV12' 

 

[답변] 

라이선스에 지정된 O/S 와 실제 갱신하려는 O/S 가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메시지입니다.  갱신하

려는 O/S 와 일치하는 라이선스 파일로 갱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ECC(Enterprise Content Categorization) 제품의 라이선스 갱신 방법을 알려주세요. 

 

1. ECC 서버에서 ECC 설치 경로의 conf 폴더로 이동한다.  

  > /<$ECC 설치 ROOT>//sas_cc_collab_servers_linux64/cc_server/conf 

 

2. 이동한 폴더에서 "server.config" 파일을 열어서 "setinit="에 지정되어 있는 경로를 찾는다.  

  예) setinit=/data001/SASTA/SASECC/setinit.txt 

 

3. 지정된 경로에 있는 기존 갱신파일을 backup 한 후, 전달받은 라이선스파일을 해당 경로에 저장한

다.   

  

4. _catcon_server 를 재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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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 Programming] 

 

1> SAS 프로그램의 구성 

 

1) DATA step, PROC step, Global statement 로 구성됨 

DATA step: SAS data set 을 생성하고 데이터 관련 작업을 수행. 

PROC step: SAS data set 을 이용하여 보고서 생성, 데이터 정렬 등의 작업을 수행. 

Global Statement: 글로벌 문장은 한 번 실행하면 변경 실행하거나 SAS 를 종료하기 전까지 효과가 

유지됨. 

 

2) 문장(Statement)  

. 보통 identifying keyword 로 시작하고 반드시 semicolon 으로 끝. 

. SAS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 문장들(statements)이 모여 DATA step 이나 PROC step 을 구성. 

 

3)주석(comments) 

. SAS 가 문법을 체크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로 인식하지 않음. 

. 2 가지 주석 처리 방법이 있음. 

블록 주석:  /* 주석 */ 

문장 주석:  * 주석 ; 

 

 

2> SAS Dataset 의 구성 

A. Descriptor 부분 

 

• PROC CONTENTS 로 descriptor 부분을 볼 수 있음. 

• data set 이름, 생성 일자, 수정 일자, 저장 위치, 총 관측치 개수, 총 변수 개수 등의 data 

set 의 일반 정보와 함께  

• 변수의 속성 정보(이름, 타입, 길이, 출력형식, 입력형식, 라벨)를 담고 있음.  

 

B. Data 부분 

 

• PROC PRINT 로 Data 부분을 볼 수 있음. 

• data set 이름과 변수 이름의 명명 규칙은 아래와 같음. 

✓ 최대 32 자리까지 가능. 

✓ 시작은 영문자(A~Z)나 _(underscore)로 하며 

나머지는 영문자, _ , 숫자(0~9)가 가능. 

✓ 대소문자 구분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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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의 타입과 길이  

✓ 문자 , 1~32767 바이트 

✓ 숫자, 기본 8 바이트 

• SAS 날짜값은 숫자 타입으로 저장  

✓ 1960/01/01 을 0 으로 저장하며 이전은 하루마다 -1 씩, 이후는 하루마다 +1 씩 더한 

값임. 즉, 1959/12/31 의 SAS 날짜값은 -1, 1960/01/01 은 1 임. 

• 결측값(missing value)  

✓ 문자 결측값은 공백으로, 숫자 결측값은 마침표로 표시 

 

 

2> SAS 라이브러리 

A. 정의  

• SAS 파일(data set, catalog 등)을 모아 둔 것. 

• 물리적 경로(즉, 폴더)에 별칭을 부여한 것. 

 

B. 종류 

• 생성주체별 

- 시스템 정의: SAS 설치 시, 자동생성. 

             SASHELP, SASUSER, WORK 등. 

- 사용자 정의: 사용자가 생성. 

 

• 데이터 보관형태별 

- 임시(WORK): SAS 종료시 WORK 와 WORK 내 자료가 자동 삭제. 

- 영구(WORK 외): SAS 종료 후에도 라이브러리 내 자료가 보존. 

C. 할당 방법 

• 라이브러리명은 8 자리 이하이어야 함. 

  LIBNAME 라이브러리명 ‘물리적 경로명’; 

◀예제▶ LIBNAME mylib ‘c:\mydata’; 

D. SAS file 사용법 : 2-level 표기법  

libref 명.SASfile 명 

• work 일 경우는 work.은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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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work.a ⇔ a 

 

E. 특정 라이브러리 내 모든 SAS file 의 리스트 생성 방법 

  PROC CONTENTS DATA=라이브러리명._ALL_ NODS ; 

  RUN; 

* NODS 옵션 : 각 data set 의 Descriptor 부분을 생성하지 않음. 

 

 

3> SAS Access 라이브러리 

A.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연결 

 

 

 

 

◀예제▶ ORACLE 라이브러리 

 

LIBNAME myora ORACLE USER=edu001 PW=edupw001  

        PATH=dbnssrv SCHEMA=educ ; 

 

B. 엑셀파일 연결 

 

 

 

◀예제▶ 엑셀 라이브러리 

 

LIBNAME myxls ‘c:\mydata\class.xls’; 

DATA new; 

SET myxls.‘sheet1$’n;  

/* sheet 명 뒤에 $ 같은 특수기호가 있는 경우 표기법*/ 

RUN; 

C. LIBNAME myxls clear; /* 라이브러리 할당 해지 */ 

 

 

4> SAS DATASTEP 

 

  LIBNAME 라이브러리명 엔진명< SAS/ACCESS-옵션 > ; 

  LIBNAME라이브러리명 엑셀파일명 < 옵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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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output-SAS-data-set; 

 

       SET input-SAS-data-set;    

            또는 

       INFILE 'raw-data-file-name';  

       INPUT specifications ;    

 

 

       WHERE where-expression; 

 

       KEEP variable-list; 

 

       LABEL variable = 'label' 

             variable = 'label' 

             variable = 'label';     

 

       FORMAT variable(s) format;  

 

       LENGTH variable(s) $ length;  

 

       Variable = expression; 

 

  IF expression THEN statement; 

 

  IF expression ; 

 

RUN; 

 

 

5> SET 문 

• 기 존재하는 SAS data set 이나 EXCEL 파일을 읽을 때 사용. 

• 모든 변수와 모든 관측치를 읽음. 

 

 

 

◀예제▶ SAS data set 읽기 

 

DATA class; 

SET sashelp.class;  

RUN; 

SET input-SAS-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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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EXCEL 파일 읽기 

LIBNAME myxls ‘c:\mydata\class.xls’; 

DATA new; 

SET myxls.‘sheet1$’n;  

RUN; 

 

 

6> INFILE 문 

• INPUT 문장에서 읽을 raw data file 의 이름을 명시. 

INFILE 'raw-data-file-name' <옵션(들)> ;  

 

• INFILE 문장 옵션들 

옵션 의미 예 

DLM= - 구분자 정의. 

- 기본 구분자는 공백. 

DLM=’,’ 

DSD  - DSD 사용시 기본 구분자가 콤마로 변경됨. 

- 연속된 여러 구분자 사이에  

결측값이 있는 것으로 처리함. 

- 쌍따옴표 내 구분자를 값의  

일부로 인식함. 

DSD 

MISSOVER - 레코드의 끝을 만났음에도 INPUT 문장에 처리되지 않은 변수

들이 남은 경우 사용. 

- 해당 변수를 결측으로 처리하고 다음 레코드를 로딩하지 못하

게 함. 

MISSOVER 

FIRSTOBS=n 읽어올 시작 record 를 지정. FIRSTOBS=2 

OBS=n 읽어올 마지막 record 를 지정. OBS=100 

END=변수 - 변수는 임시 숫자 변수임. 

- 변수의 기본값은 0, 마지막 레코드를 읽을 때 변수의 값이 1 로 

변경됨. 

END=last 

 

◀예제▶ 윈도우 OS 내의 raw data file 읽음. 

INFILE ‘c:\mydata\mytext.csv’ DLM=’,’ DSD MISSO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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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NPUT 문 

• raw data file 의 값을 해당 SAS 변수에 할당하는 방법을 명시. 

• List input / formatted input / column input 등이 있음. 

INPUT specifications ;  

 

• List input : 구분자로 구분된 raw data file 일 경우 사용. 

List input 특징 

INPUT 변수 <$> ; 
- 비표준 데이터 처리 불가능. 

- 문자 변수 길이가 8byte. 

INPUT 변수 < : informat > ; - 비표준 데이터 처리 가능. 

 

※ 표준/비표준 데이터란? 

표준 숫자 데이터: 15  -15.4  00.99  1.23E3  -1.23E-3 

비표준 숫자 데이터: 12,345 (23) $3,456.0   1960-01-01   

 

※ 입력형식(informat) 

• raw data 를 어떻게 읽어올 지를 지시. 

• 변수의 타입과 길이도 결정. 

 

 

$ 문자타입, 생략시 숫자타입. 

informat 비표준 데이터일 경우 사용. 

w 읽을 총 자리수. 

d 

처리할 소수점 자리수.  

숫자일 경우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읽은 숫자 내에 

소수점이 있을 경우 무시됨. 

 

◀예제▶ 입력형식 예시 

Raw data 

value 입력형식 

SAS 변수 

값 유형과 길이 

12345.6 7. 12345.6 숫자 8 

홍길동 $6. 홍길동 문자 6 

홍길동 $10. 홍길동 문자 10 

12,345.67 comma9. 12345.67 숫자 8 

01/01/1960 yymmdd10. 0 숫자 8 

<$><informat><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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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HERE 문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관측치만 선택할 때 사용. 

• Where-표현식은 피연산자(변수, 상수)와 연산자로 구성.  

단, 변수는 input data set 에 존재하는 변수만 사용 가능. 

• PROC step, DATA step 에서 사용 가능.  

 

 

 

◀예제▶ 여자이고 13 세 이상인 자료이거나 이름이 ‘스’로 끝나는 자료 선택. 

 

DATA class; 

SET sashelp.class; 

 WHERE ( sex = ‘여’ and age ge 13 ) or 

name like ‘%스’ ;  

RUN; 

 

 

※ 상수(Constants) 

따옴표 내 문자열 ‘홍길동’ “홍길동” 

정수, 실수, 음수, 지수 등 1000 12.3 –25.35 1E-10 

‘ddmmmyyyy’d ‘1jan60’d  ‘25dec2005’d 

 

※ 연산자(Operator) 

 

✓ 비교 연산자  

= EQ 같다 

^= NE 같지 않다 

> GT 크다 

< LT 작다 

>= GE 크거나 같다 

<= LE 작거나 같다 

 IN 리스트 항목 중 하나와 같다 

 

✓ 논리 연산자 

& AND 그리고 

| OR 또는 

^ NOT 아닌 

 

WHERE where-표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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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연산자 

BETWEEN (A) 

AND (B) 

(A)와(B) 사이 – 

경계포함 

WHERE age BETWEEN 12 

AND 14; 

IS NULL 

IS MISSING 
결측인 것 WHERE name IS NULL; 

CONTAINS 또

는 ? 
문자열 포함 WHERE name ? ‘Rep’; 

LIKE 문자 패턴 
WHERE name LIKE  

‘T_m%’; 

 

✓ 산술 연산자 

 

 

 

 

 

 

 

 

8> KEEP/DROP 문 

• output SAS data set 에서 필요한 변수만 선택하거나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할 때 사용. 

• DATA step 내 위치는 상관 없음. 

KEEP 변수(들) ;   

또는 

DROP 변수(들) ; 

◀예제▶ output data set 에서 height 와 weight 변수 제거. 

DATA class;  

DROP height weight ; 

SET  sashelp.class;  

RUN; 

 

 

9> LABEL 문 

• 변수에 라벨을 부여할 때 사용. 

• 출력물에서 변수명을 대신하여 나타남. 

• 256 바이트까지 지정 가능. 

• DATA step 과 PROC step 에 사용 가능. 

** 거듭제곱 

* 곱하기 

/ 나누기 

+ 더하기 

-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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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 변수 = '라벨' 

         변수 = '라벨 ' ;     

 ◀예제▶  

LABEL name = ‘이름’ age = ‘나이’ ; 

 

 

10> FORMAT 문 

• 변수에 출력형식을 부여할 때 지정. 

• 변수 값을 출력할 때 사용됨. 

• DATA step 과 PROC step 에 사용 가능. 

   FORMAT 변수(들) 출력형식 ;  

 

◀예제▶ salary 와 bonus 값은 총 10 자리, 소수점은 2 자리로 표시하되, 숫자에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

시하고 Birthday 값은 총 10 자리로 표시하되 yymmdd 형식으로 표시. 

 

FORMAT salary bonus comma10.2  

       birthday yymmdd10. ; 

 

 

11> LENGTH 문 

•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면서 길이를 지정할 때 사용. 

LENGTH 변수(들) <$> 길이 ; 

 

◀예제▶ 변수 name 은 문자 10byte, age 는 숫자 5byte 로 지정. 

DATA class; 

LENGTH name $ 10 age 5 ; 

 Name = ‘홍길동’; 

 Age = 12 ; 

•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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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할당문 

•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거나 기존 변수 값을 변경.  

• 표현식의 결과를 값으로 할당. 

• 표현식은 피연산자(상수, 변수)와 연산자(함수, 산술연산 기호)를 사용하여 구성. 

변수 = 표현식 ; 

 

◀예제▶   

DATA work.new; 

MyBirthYear = year(‘01jan1960’d) ; 

MyName = ‘홍길동’; 

RUN; 

 

 

13> IF-THEN/<ELSE>문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관측치에 대하여 원하는 내용을 처리(SAS 문장을 실행)할 때 사용. 

• 조건표현식이 참이면 THEN 다음의 실행문장을, 조건표현식이 거짓이면 ELSE 다음의 실행문장을 

실행. 

• THEN 또는 ELSE 다음의 실행문장이 여러 개일 경우 DO; ~ END; 블럭 내에 실행문장들을 기술. 

IF 조건표현식 THEN 실행문장 ; 

< ELSE 실행문장 ; > 

IF 조건표현식-1 THEN 실행문장 ; 

ELSE IF 조건표현식-2 THEN 실행문장 ;  

ELSE IF 조건표현식-3 THEN 실행문장 ; 

． ． ． 

< ELSE 실행문장 ; > 



 
 

 

171 

 

IF 조건표현식 THEN DO; 

실행문장-1 ; 

실행문장-2 ; 

． ． ． 

END; 

< ELSE DO; 

실행문장-1 ; 

실행문장-2 ; 

． ． ． 

END; > 

 

◀예제▶ age 조건별로 newage 에 10 대, 20 대, 30 대 이상이라는  

값을 할당. 

LENGTH age $ 10 ; 

IF age < 20 THEN  

newage = ‘10 대’;  

ELSE IF age < 30 THEN  

       newage = ‘20 대’; 

ELSE  

newage = ‘20 대’; 

 

 

14> Sub-setting IF 문 

• 조건표현식을 참이 되는 관측치만 다음 문장을 처리, 거짓일 경우 DATA 문장으로 이동.  

• WHERE 문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연산자를 사용할 수 없음. 

 

 

 

 

◀예제▶ age 가 12 에서 14 사이인 관측치 선택. 

DATA class; 

SET sashelp.class; 

 IF 12 <= age <= 14 ;  

RUN; 

 

 

IF 조건표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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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DATA step 자동 임시 변수 

• _N_ : DATA step iteration 횟수 

• _Error_ : 실행 중에 Data Error 가 발생했는지를 알려줌.  

           0 이면 데이터 오류가 없음.  

1 이면 하나 이상의 데이터 오류가 있음. 

✓ 모든 DATA step 처리시에, PDV 에 두 개의 자동 임시 숫자 변수가 생성됨. 

✓ PDV 내 모든 변수는 프로그램에서 연산이나 표현식에서 사용 가능함. 

 

 

16> 함수 

 

함수 정의 및 예제 

UPCASE(argument) 
소문자를 대문자로 변환 

Text= UPCASE(‘aaa’); 

SUM(arg1,arg2,…) 
숫자 인수들의 합계, 결측값 무시 

Total = SUM(1,2,.); 

TODAY()/ DATE() 
시스템의 현재 날짜값 

today = TODAY(); 

MDY(month,day,year) 
년,월,일에 해당하는 SAS 날짜값 

date = MDY(1,1,1960); 

YEAR(SAS 날짜값) 
SAS 날짜값에서 년도 

year = YEAR(today()); 

QTR(SAS 날짜값) 
SAS 날짜값에서 분기 

qtr = QTR(‘01jan1960’d); 

MONTH(SAS 날짜값) 
SAS 날짜값에서 월 

month = MONTH(TODAY()); 

DAY(SAS 날짜값) 
SAS 날짜값에서 일자 

day = DAY(TODAY()); 

WEEKDAY(SAS 날짜값) 
SAS 날짜값에서 요일 

weekday = WEEKDAY(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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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DATA step 옵션 - DROP / KEEP 

• Output data set 옵션으로 사용할 경우 Drop / Keep 문장과 동일. 

• Output data set 에 영향을 줌. 

• Input data set 옵션으로 사용할 경우 PDV 에 영향을 줌. 

SAS data set( KEEP = 변수(들) ) 

또는 

SAS data set( DROP = 변수(들) ) 

◀예제▶  

DATA class(keep = name sex); 

SET sashelp.class( DROP = height weight ) ; 

WHERE age >=13 ; 

RUN; 

 

 

18> DATA step 옵션 - RENAME 

• 변수명을 변경할 때 사용. 

SAS data set( RENAME=(old-1 = new-1  

old-2 = new-2  

…  

old-n = new-n ) ) 

◀예제▶  height 를 ht 로, weight 를 wt 로 변경. 

DATA class; 

SET sashelp.class( RENAME = (height = ht   

     Weight = wt) ); 

R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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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DATA SET 결합 - 세로결합 

A. SET 문장 

DATA output-SAS-data-set; 

SET input-SAS-data-set-1  

input-SAS-data-set-2 … … ; 

RUN; 

 

 

B. SET 문장 + BY 문장 

• 결합 대상이 되는 SAS data set 의 정렬 상태를 유지시킴. 

• 단, input SAS data set 들이 by 변수로 정렬되어 있어야 함. 

DATA output-SAS-data-set; 

SET input-SAS-data-set-1  

input-SAS-data-set-2 … … ; 

        BY 변수(s) ;  

RUN; 

◀예제▶  

DATA work.new; 

SET old1 old2 old3; 

BY var1; 

RUN; 

 

 

20> DATA SET 결합 - 가로결합 

a. Merge 문장 + By 문장 

DATA output-SAS-dataset; 

MERGE input-SAS-data-set-1(IN=변수 1)  

input-SAS-data-set-2(IN=변수 2) … … ; 

        BY    변수(들) ;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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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old1  old2 

id name  id amount 

1 A  1 10 

2 B  1 20 

3 C  3 5 

   4 30 

   4 35 

 

DATA basic old1_base old2_base old1old2 only_old1; 

    MERGE old1(in=X) old2(in=Y); 

        BY    id ; 

 

     OUTPUT basic;  

       IF x   THEN OUTPUT old1_base;  

IF y   THEN OUTPUT old2_base;  

IF x & y  THEN OUTPUT old1old2;   

IF x & ^y  THEN OUTPUT only_old1;    

RUN;  

 

id Name amount X Y 

1 A 10 1 1 

1 A 20 1 1 

2 B  1 0 

3 C 5 1 1 

4  30 0 1 

4  35 0 1 

 

표현식 의미 

if x=1 and y=1 ; 

if x & y ; 

관측치의 by 변수 값이 old1 과 old2 양 쪽 모두 있는 경우 선택. 

if x=1 ; 

if x ; 

관측치의 by 변수 값이 old1 에 있는 경우 선택. 

if y=1 ; 

if y ; 

관측치의 by 변수 값이 old2 에 있는 경우 선택. 

if x=1 and y=0 ; 

if x and ^y ; 

관측치의 by 변수 값이 old1 에만 존재하는(old2 에는 없는) 경우 선택. 

if x=0 or y=0 ; 

if ^x | ^y ; 

관측치의 by 변수 값이 old1 과 old2 중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경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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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PROCEDURE - PRINT 

 

PROC PRINT DATA=SAS-data-set <options> ; 

    VAR variable(s) ; 

    WHERE where-expression ; 

    BY <DESCENDING> by-variable(s); 

   RUN; 

 

◀예제▶ PROC PRINT 문장의 옵션 및 문장들 

 

PROC PRINT DATA=sashelp.class LABEL NOOBS ;  

VAR   name age sex;     

WHERE age >= 13 and name ? ‘J’;  

BY    sex;    

RUN; 

 

LABEL 옵션 출력물의 칼럼 머릿글에 변수명 대신 라벨 표시. 

NOOBS 옵션 좌측 첫 변수로 보이는 OBS 를 숨김. 

VAR 문장 출력하고자 하는 변수를 순서대로 지정. 

WHERE 문장 관측치 선택 조건을 지정. 

BY 문장 

- BY 변수의 값마다 섹션을 나눔. 

- DATA=의 data set 이 BY 변수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거나 인덱스 정보가 있어야 함. 

 

 

22> PROCEDURE - SORT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변수의 오름차순(기본) 또는 내림차순으로 SAS data set 을 정렬. 

• 원래 data set 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data set 을 생성할 수 있음. 

 

 

 

 

 

 

PROC SORT DATA = input-SAS-data-set  

< OUT = output-SAS-data-set >; 

        BY <DESCENDING> by-variable(s);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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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sashelp.class 를 age 오름차순으로 먼저 정렬하고,  

       Age 가 같은 그룹 내에서는 name 내림차순으로 정렬.  

       결과를 work.class 로 생성. 

 

PROC SORT DATA=sashelp.class OUT=class;  

BY age descending name;   

RUN; 

 

23> PROCEDURE - FORMAT 

• 사용자 정의 출력형식 생성.  

• 출력형식 이름은  

✓ 32 자리까지 가능. 

✓ 문자형 출력형식은 $로, 숫자형 출력형식은 _나 영문자로 시작. 

✓ 마침표나 숫자로 끝나면 문법 오류. 

   PROC FORMAT ; 

    VALUE  출력형식명   값(또는 범위) = ‘라벨’ 

                           값(또는 범위) = ‘라벨’ 

                            … … ; 

   RUN; 

      

◀예제▶ 문자형 출력형식 

PROC FORMAT;     

  VALUE $gender ‘F’,‘f’ = ‘여자’ 

                       ‘M’,‘m’ = ‘남자’ 

                    other = ‘코드오류’ ; 

RUN; 

 

◀예제▶ 숫자형 출력형식 

PROC FORMAT;    

  VALUE agefmt  low -< 20   = ‘10 대’ 

            20 -< 30   = ‘20 대’  

                   30 -< 40   = ‘30 대’  

                   40 -  high = ‘40 대 이상’;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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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PROCEDURE - FREQ 

• 일원 또는 이원 빈도를 생성 

   PROC FREQ DATA=SAS-data-set <option(s)>;  

        TABLES variable(s) </ option(s)> ; 

   RUN; 

 

◀예제▶ sex, age 의 각각 일원 빈도와 age 와 sex 의 이원 빈도 

PROC FREQ DATA=sashelp.class NLEVELS;  

TABLES  sex  

age  

age*sex;  

 RUN; 

   ⇒  NLEVELS : 빈도 대상 변수의 유일값의 개수를 표시. 

 

 

25> PROCEDURE - MEANS 

• 기술 통계량 생성. 

   PROC MEANS DATA=SAS-data-set <통계량(s)> <option(s)>;  

        VAR analysis-variable(s);  

        CLASS classification-variable(s); 

        OUTPUT OUT=SAS-data-set <options>;   

   RUN; 

 

◀예제▶ 남녀별 키와 몸무게에 대한 기술통계량 값을 구함. 

PROC MEANS DATA=sashelp.class MAXDEC=2;  

  VAR height weight;  

   CLASS sex ;  

 RUN; 

   ⇒ MAXDEC=n : 통계량 값을 모두 소수점 아래 n 자리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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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PROCEDURE - UNIVARIATE 

• 기술 통계량을 표시하는 요약 리포트 생성. 

• VAR 문장으로 분석 변수를 지정. 

 

 

 

 

 

 

◀예제▶ age 에 대한 기술 통계량 리포트 생성. 

PROC UNIVARIATE DATA=sashelp.class;  

  VAR age;  

 RUN; 

 

 

27> PROCEDURE - TABULATE 

• 분류변수, 분석변수를 지정하여 원하는 형태의 차원별로 통계량 값을 출력. 

• Means 나 Summary procedure 와 같이 통계량 값을 산출하며 table 구조로 표현되어 3 차원(page, 

row, column)까지 표현 가능.  

• 통계량이나 출력형식 등은 각 차원에 대한 옵션지정으로 다양하게 표현 가능. 

• TABLE 에서 사용하는 연산자들 

, (comma) 차원(dimension) 변경 

* (asterisk) 종속(nest, subgroup) 

  (blank) 정보 붙임(concatenate) 

 

PROC TABULATE DATA=SAS-Data-Set;  

         VAR   변수(s);      

         CLASS 변수(s);    

     TABLE  page-expression,  

            row-expression,  

            column-expression </option(s)>;    

RUN; 

 

 

 

PROC UNIVARIATE DATA=SAS-Data-Set;  

        VAR 변수(들);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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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sashelp.class 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요약표 생성.  

---------------------------------------------------------------- 

|                      |                 나이                  | 

|                      |---------------------------------------| 

|                      |     10 대전반      |     10 대후반     | 

|                      |-------------------+-------------------| 

|                      |     |  키  |몸무게|     |  키  |몸무게| 

|                      |     |------+------|     |------+------| 

|                      |빈도 | 평균 | 평균 |빈도 | 평균 | 평균 | 

|----------------------+-----+------+------+-----+------+------| 

|성별                  |     |      |      |     |      |      | 

|----------------------|     |      |      |     |      |      | 

|F                     |    9| 60.59| 90.11|    .|     .|     .| 

|----------------------+-----+------+------+-----+------+------| 

|M                     |    9| 63.01|104.39|    1| 72.00|150.00| 

|----------------------+-----+------+------+-----+------+------| 

|합계                  |   18| 61.80| 97.25|    1| 72.00|150.00| 

---------------------------------------------------------------- 

 

PROC FORMAT; 

VALUE agefmt low-15 = '10 대전반' 

              16-high='10 대후반'; 

RUN; 

 

PROC TABULATE DATA=sashelp.class FORMAT=6.1; 

FORMAT  age agefmt.; 

CLASS   sex age ; 

VAR     height weight; 

TABLES  sex ALL,  

age* ( n*f=3.  

(height weight) * ( mean*f=6.2)) ; 

KEYLABEL  ALL='합계'  

mean='평균'  

n='빈도'; 

LABEL  sex = '성별'  

age='나이'  

height='키'  

weight='몸무게';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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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PROCEDURE - APPEND 

• Base= data set 끝에 Base= data set 의 관측치를 덧붙임. 

• Force 옵션은 아래 경우에 사용하여 강제로 작업을 수행함. 

✓ Base= data set 에 없는 변수가 DATA= data set 에 있는 경우 

✓ 변수의 타입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 Base= data set 의 변수보다 길이가 긴 경우 

 

 

 

◀예제▶ emp 라는 data set 뒤에 emp2012 라는 data set 자료를 붙임. 

PROC APPEND BASE=emp DATA=emp2012 FORCE; 

RUN; 

 

 

28> Global statements - OPTIONS 

• SAS 시스템 옵션을 변경. 

OPTIONS option(s); 

 

SAS system option 설명 

DATE / NODATE 
출력창에서 각 페이지 상단 우측에 SAS 

구동 날짜시간을 보이게 할지를 결정. 

NUMBER / 

NONUMBER 

출력창에서 각 페이지의 첫 줄 우측에 페

이지 번호를 보이게 할지를 결정. 

PAGENO = n 
출력창의 상단 우측 시작 페이지 번호를 

지정. 

CENTER / NOCENTER 
출력창에서 결과를 중앙 정렬 / 왼쪽 정

렬. 

PROC APPEND BASE=SAS-data-set DATA=SAS-data-set  

FORCE;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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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SIZE = width 

LS = width 
로그창과 출력창의 가로 넓이(byte). 

PAGESIZE = n 

PS = n 
출력창에서 한 페이지의 줄(line)수. 

NODTRESET/ DTRESET 
출력창에서 각 페이지의 상단 우측의 날

짜시간을 갱신할지 결정. 

◀예제▶ 출력창 상단 우측 날짜시간과 페이지 번호를 없애고 출력창의  

너비를 80 바이트로 설정. 

OPTIONS nodate nonumber linesize=80 ; 

 

 

29> Global statements – TITLE / FOOTNOTE 

• SAS 결과에서 제목이나 바닥글을 부여. 

• n 은 1 부터 10 까지 가능. 즉, 최대 10 줄까지 설정 가능 

• n 이 1 일 경우 생략 가능. 

• 모든 제목을 삭제할 경우, TITLE;  

TITLEn ‘텍스트’; 

FOOTNOTEn ‘텍스트’; 

 

 

30> Global statements – ODS(Output Delivery System) 

• SAS 결과물을 HTML, PDF 등의 다른 파일 형식으로 생성. 

ODS destination FILE=’파일명’; 

결과를 생성하는 프로시져(들) 

ODS destination CLOSE; 

 

◀예제▶ Excel 에서 오픈 가능한 파일들 생성. 

ODS csvall FILE = ‘학생정보.csv’; 

ODS msoffice2k FILE = ‘학생정보.html’; 

ODS tagsets.excelxp FILE = ‘학생정보.xml’; 

 

PROC PRINT DATA=sashelp.class;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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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S _ALL_ CLOSE;       /* 열린 모든 destination 닫기 */ 

ODS LISTING;           /* 출력창 활성화 */ 

 

 

31> 입출력제어 – OUTPUT 

• 현재 PDV 의 자료를 특정 데이터 셋(들)으로 output 시킴. 

• Output 문장에 사용되는 SAS-data-set 명은 반드시 Data 문장에 기술되어야 함. 

• Output 문장이 data step 내에 기술되어 있는 경우, run 문장은 output 기능이 없이 return 기능만 

가짐. 

 

 

◀예제▶ 하나의 입력 관측치마다 여러 출력 관측치 생성. 

 

data new;                                                                                                                                

set sashelp.class;                                                                                                                       

length gubun $ 6 ;                                                                                                                       

gubun = 'Age';                                                                                                                           

data = age ;                                                                                                                             

output;                                                                                                                                  

gubun = 'Height';                                                                                                                        

data = height ;                                                                                                                          

output;                                                                                                                                  

gubun = 'Weight';                                                                                                                        

data = weight ;                                                                                                                          

output;                                                                                                                                  

drop age height weight;                                                                                                                  

run; 

 

◀예제▶ 하나의 Data Step 으로 여러 Data Set 생성. 

 

Ex2) 하나의 Data Step 으로 여러 Data Set 생성. 

 

Data female male; 

set sashelp.class; 

If sex = ‘여’ then output female; 

else output male; 

Run; 

OUTPUT <SAS-data-set 명 SAS-data-set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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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Input Data 없이 관측치 생성.. 

 

Data new; 

Length name $ 8; 

Name = ‘홍길동’;   age = 10 ; output; 

Name = ‘이준’;     age = 11 ; output; 

Name = ‘신사임당’;  age = 12 ; output; 

Run; 

 

 

32> 입출력제어 – SELECT  

 

• IF~THEN~ELSE IF 문장와 같은 조건 처리 문장. 

• OTHERWISE 문장을 생략할 경우, WHEN 문장이 모두 False 가 될 경우 오류가 발생됨. 

• 조건 표현식의 피연산자들이 equal 관계가 아닌 경우, 패턴 2 의 문법을 사용. 

 

<패턴 1>                              <패턴 2>        

 

 

 

 

 

 

 

 

 

 

 

◀예제▶ 패턴 1 사용 예 

 

Data newclass; 

               set sashelp.class; 

               select(upcase(sex)); 

                      when('여',’F’) gender = '여자'; 

                      when('남',’M’) gender = '남자'; 

                     otherwise gender = '오류'; 

                end; 

run;  

SELECT <(select-expression)>; 

       WHEN-1 (value-1 <…,value-n>) 

 statement; 

      <…WHEN-n (value-1 <…,value-n>) 

 statement;> 

      <OTHERWISE statement;> 

END; 

SELECT; 

       WHEN (expression-1) 

             statement; 

   <…WHEN (expression-n) 

             statement;> 

     <OTHERWISE statement;>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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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패턴 2 사용 예 

 

Data newclass; 

               set sashelp.class; 

               select; 

                      when(age>=15) newage = ‘10 대 후반’; 

                     when(age<15)  newage = ‘10 대 전반’; 

                end; 

run; 

 

33> 입출력제어 – DATASET OPTIONS  

 

데이터 셋 옵션 의미 구분 

Drop=변수(들) 

Keep=변수(들) 

• 변수 선택 

• Input data set 의 옵션으로 사용할 경우 PDV 에 

영향을 줌. 

• Output data set 옵션으로 사용할 경우, Drop/Keep 

문장처럼 생성될 data set 에 영향을 줌. 

 

Input/Outpu

t 용 

Rename=(old1=

new1 old2=new2 

… ) 

 변수명 변경 

Where=(조건표

현식) 

사용자 정의 조건 부여 

Firstobs=n  읽어올 데이터의 시작 관측치 번호 Input 용  

Obs=n  읽어올 데이터의 끝 관측치 번호 

In=변수명  현재 관측치가 해당 데이터 셋으로부터 읽어온 것인지 

여부 

 

 

34> 데이터요약 – RETAIN 문 

 

• DATA Step iteration 시 DATA Step 상단에서 새로 생성한 변수의 값이 초기화하지 않게 해 줌. 

• 초기값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DATA Step 첫번째 iteration 전에 결측값으로 초기화 함. 

• 컴파일 시점 문장임. 

• 변수 생성 기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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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하나의 입력 관측치마다 여러 출력 관측치 생성. 

data new;                                                                                                                                

set sashelp.air;                                                                                                                         

                                                                                                                                         

retain  total 100                                                                                                                        

        title 'International Airline Travel';                                                                                            

                                                                                                                                         

total = sum(total , air) ;                                                                                                               

run;   

 

 

35> 데이터요약 – SUM 문 

 

• 누적 합계 변수 생성할 때 사용. 

• 누적 합계 변수가 없을 경우 생성하고  

• 누적합계변수의 값을 0 으로 초기화하고 

• 누적합계변수의 값을 retain 하고 

• 표현식의 값을 누적합계변수에 더해 주고 

• 표현식의 값이 missing 인 경우 무시함. 

 

 

◀예제▶ 하나의 입력 관측치마다 여러 출력 관측치 생성. 

num + 1 ;                /* 1 씩 누적*/ 

Total + sales ;          /* sales 변수값에 대한 누적 */ 

Total + (sales * .05 );  /* sales 변수값의 5%에 해당하는 값을 누적 */ 

   

 

36> 데이터요약 – BY 문장을 이용한 그룹 처리 

 

• DATA Step 으로 그룹 처리를 할 경우 DATA Step 에 BY 문장을 사용함. 

• DATA Step 내에 BY 문장을 사용할 경우, 두 개의 자동 임시 변수 First.BY 변수와 Last.BY 변수가 

생성됨. 

• 두 개의 임시 변수의 의미는 현재 PDV 의 자료가 

✓ 그룹의 첫 번째 값이면 First.by 변수의 값이 1, 아닐 경우 0 이 됨.  

✓ 그룹의 마지막 값이면 Last.by 변수의 값이 1, 아닐 경우 0 이 됨. 

RETAIN  변수명 <초기값> ;  

누적합계변수 + 표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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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문장과 함께 BY 문장이 사용될 경우, 데이터가 BY 변수(들)별로 정렬이 되어 있거나 BY 

변수(들)에 기반한 인덱스가 있어야 함. 

 

 

 

 

 

 

 

 

◀예제▶ 부서별 급여합계 구하기. 

 

PROC SORT data=orion.specialsals out=salsort; 

By Dept; 

RUN; 

 

DATA deptsals(keep=dept deptsal); 

Set Salsort; /* div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데이터셋 */ 

By Dept ; 

 

If First.Dept then Deptsal = 0; /* 그룹의 첫번째이면 급여합계 변수를 0 으로 초기화 */ 

DeptSal + salary ;                     

If Last.dept ;                  /* 그룹의 마지막이면 output 시킴 */ 

RUN; 

 

 

37> Raw Data File 읽기 – Formatted Input 

 

• Raw data file 의 데이터가 고정너비로 구분된 경우 사용하는 input 방식. 

• 비표준 데이터도 처리 가능. 

• Pointer control 은 @n 또는 +n 사용 가능. 

 

 

 

 

 

  

 

DATA output-SAS-data-set; 

 SET input-SAS-data-set; 

 BY BY-variable …; 

 <additional SAS statements> 

RUN; 

DATA output-SAS-data-set; 

        INFILE 'raw-data-file-name’; 

        INPUT <pointer control> 변수 informat ;  

        <additional SAS statements>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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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formatted input. 

 

홍길동 M231960/01/01 

1,234.5 

이준  M120960/01/02     

2000 

유관순 F181961/01/01   

12345 

 변수 타입 위치 

 name 문자 1-6 

 Gender 문자 7 

 Age 숫자 8-9 

 Date 숫자 10-17 

 amount 숫자 19-25 

  

Data new; 

 Infile ‘raw-data-file’; 

 Input  Name  $6. 

  Gender $1. 

  Age  2. 

  Date  yymmdd10. 

  Amount comma7. ; 

Run; 

 

 

38> 표준/비표준 데이터 - informat 

 

• 표준 숫자 데이터:    15  -15  15.4  00.99  1.23E3  -1.23E-3 

• 비표준 숫자 데이터:  12,345 (23) $3,456.0   1960-01-01   

 

• SAS 에게 Raw Data 를 어떻게 읽어올 지를 지시. 

<$><informat><w>.<d> 

$ 문자타입, 생략 시, 숫자타입 

informat 비표준 데이터일 경우 사용 

w 읽을 총 자리수 

d 숫자일 경우 사용할 수는 있음. 

 

 Ex) informat 예시 

구분 Raw data 

value 

informat SAS data 

value 

SAS 

column(유형과 

길이) 

표준 12345.6 7. 12345.6 숫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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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홍길동 $6. 홍길동 문자 6 

홍길동 $10. 홍길동 문자 10 

비표준 

데이터 

12,345.67 Comma9. 12345.67 숫자 8 

01/01/1960 Yymmdd10. 0 숫자 8 

 

 

39> 레코드읽기 제어  

 

옵션 의미 예시 

Input 문장에서 / 다음 레코드 로딩 Input 변수명 … / 변수명 …  ; 

Input 문장 끝에 

@ 

현재 읽은 레코드를 홀딩 처리, 아래 2

가지 경우 홀딩이 풀림 

(1)문장 끝에 @가 없는 input 문장을 

실행할 때 

(2) Data Step 의 끝 

Input 변수명 변수명 … @ ; 

Input 문장 끝에 

@@ 

현재 읽은 레코드를 SAS 가 레코드 끝까

지 처리할 때까지 홀딩 

Input 변수명 변수명 … @@ ; 

 

 

40> 함수 – 문자함수   

 

함수 예시 

SUBSTR(string,start-pos <,length>) start 위치부터 length 만큼의 부분 분자열 추출. 

길이를 지정하지 않으면 문자열의 끝까지 추출. 

SUBSTR(‘ABCD’, 2, 2) ⇒ ‘BC’ 

SUBSTR(‘ABCD’, 2) ⇒ ‘BCD’ 

SCAN(string,n <,delimiter(s)>) 구분자(들)로 구분된 단어 중 n 번째 단어를 추출. 

음수 n 일 경우 string 의 끝부터 왼쪽방향으로 진행. 

사전 length 문장이 없이 할당문장으로 새로운 변수로 받을 경

우, 문자 200byte 로 정의됨. 

SCAN(‘A*BC+D’, 3, ‘*+’) ⇒ ‘D’ 

SCAN(‘A*BC+D’, -1, ‘*+’) ⇒ ‘D’ 

 

CHAR(string,position) string 에서 특정 위치에 해당하는 문자를 추출. 

CHAR(‘ABCD’,2) ⇒ ‘B’ 

LENGTH(argument) 뒤쪽 공백을 제외한 문자열의 길이. 

LENGTH(‘ABCD  ’) ⇒ 4 

PROPCASE(argument<,delimiter(s)>) 첫글자는 대문자,나머지는 소문자로 변환. 

PROPCASE( john smith,‘ ’) ⇒ ‘John Smith’ 

UPCASE(string) 대문자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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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ASE(‘aBc’) ⇒ABC 

LOWCASE(string) 소문자로 변환. 

LOWCASE(‘AbC’) ⇒ abc 

RIGHT(argument)/ LEFT(argument) 문자열 오른쪽/왼쪽 정렬. 

RIGHT(‘AA  ’)⇒ ‘  AA’ 

LEFT(‘  AA ’)⇒ ‘AA   ’ 

 

CATX(‘separator ’,string-1, 

String-2,...,string-n) 

결합 대상 String 들의 앞뒤 공백 제거하고 구분자를 넣어 문

자열 결합. 

사전 length 문장이 없이 할당문장으로 새로운 변수로 받을 경

우, 문자 200byte 로 정의됨. 

CATX(‘!’,‘A ’,‘ C ’) ⇒ ‘A!C’ 

!! 또는 || 문자열 결합 기호, 함수가 아님. 

‘A ’||‘*’||‘ C’ ⇒ A * C 

Find(string,substring 

<,modifiers,startpos>) 

문자열 검색, 찾은 문자열의 시작위치를 리턴. modifier 를 사

용하여 대소문자 및 문자 뒤쪽 공백 무시 가능 

Find(‘STRING string’,‘in’) ⇒ 11 

Find(‘STRING string’,‘in’,‘i’) ⇒ 4 

Tranwrd(source,target, 

replacement) 

특정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치환. 

사전 length 문장이 없이 할당문장으로 새로운 변수로 받을 경

우, 문자 200byte 로 정의됨. 

TRANWRD(‘ABC’,’BC’,’bc’) ⇒ Abc 

SUBSTR(string,start-pos <,length>)= 

value ; 

할당문장에서 = 기호 왼쪽에 나타나는 SUBSTR 함수는 문자열 

치환 기능. 

Substr(‘ABCD’,2,2) = ‘bc’; ⇒ ‘AbcD’ 

COMPRESS(source<,chars>) source 에서 특정 chars 를 제거. 

chars 가 공백일 경우 생략 가능. 

COMPRESS(‘12 345-678’,‘ –’) ⇒ ‘12345678’ 

Trim(argument) 문자열 뒤쪽 공백 제거. 

TRIM(‘A ’)||‘*’||‘ C’ ⇒ ‘A* C’ 

STRIP(string) String 의 앞과 뒤의 공백 제거. 

STRIP(‘  AB CD   ’) ⇒ ‘AB CD’ 

COMPBL(string) 연속적인 여러 공백을 하나의 공백만 남기고 제거. 

COMPBL(‘   AB   C  DE’) ⇒ ‘ AB C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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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함수 – 숫자함수   

 

함수 정의 예시 

ROUND(argument 

<,round-off-unit>) 

반올림. 

Round-off-unit 의 배수들 중 argument

와 가장 가까운 배수를 리턴. 

Roud-off-unit 이 1 일 경우 생략 가능. 

ROUND(12.12) ⇒ 12 

ROUND(12.456, .01) ⇒ 12.46 

CEIL(argument) 올림 CEIL(12.12) ⇒ 13 

FLOOR(argument) 내림 FLOOR(12.12) ⇒ 12 

INT(argument) 소수점 아래 버림. 정수값만 리턴 INT(12.12) ⇒ 12 

SUM(var1,var2,...,varn) 합계값, 결측치를 무시함 SUM(1, 2, .) ⇒ 3 

MEAN(var1,var2,...,varn) 평균값, 결측치를 무시함 MEAN(4, 2, .) ⇒ 3 

MIN(var1,var2,...,varn) 최소값 MIN(2,3,5) ⇒ 2 

MAX(var1,var2,...,varn) 최대값 MAX(2,3,5) ⇒ 5 

N(var1,var2,...,varn) 결측이 아닌 argument 개수 N 

NMISS(var1,var2,...,varn) 결측인 숫자 argument 개수 NMISS 

CMISS(var1,var2,...,varn) 결측인 argument 개수 CMISS 

 

 

42> 함수 – 형변환함수   

 

함수 정의 예시 

INPUT(source,informat) 문자를 숫자로 변환 

⇒ Source 를 어떻게 읽어

올지를 informat 으로 지시 

‘3600’ ⇒ 3600 

num1 = INPUT('3600', 4.);  

 

‘3,600’ ⇒ 3600  

num2 = INPUT('3,600', comma5.); 

  

‘19600101’ ⇒ 0  

numdate=INPUT('19600101',yymmdd8.); 

PUT(source,format) Reformat(숫자를 문자로 

변환) 

⇒ source 

에 format 을 적용해서 리

턴 

3600 ⇒ '3600' 

char = PUT(3600,4.); 

  

0 ⇒ '1960-01-01'  

chardate = PUT(0,yymmd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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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함수 – 자동형변환함수   

 

구분 자동형변환의 경우 자동형변환 규칙 

문자⇒숫자 

 

✓ 숫자 변수에 문자를 할당할 경우 

✓ 산술 연산에 문자기 사용될 경우 

✓ IF 조건표현식에서 문자를 숫자와 비교할 경우 

✓ 함수에서 숫자형 인수에 문자가 사용될 경우 

 

W. informat 이 사용됨. 

‘52000’ -> 52000 

‘-8.96’ -> -8.96 

1.243E1 -> 12.43 

1,742.64 -> . 

1960-01-01 -> . 

숫자⇒문자 

 

✓ 문자 변수에 숫자를 할당할 경우 

✓ 문자열 결합의 대상으로 숫자가 사용될 경우 

✓ 함수에서 문자형 인수에 숫자가 사용될 경우 

 

BEST12.-R format 이 사용됨. 

 

‘홍길동’!!1234567  

 => ‘홍길동     12345’ 

 

 

43> 디버깅(Debugging) – PUTLOG 문 

 

• 로그창에 문자열이나 변수의 값을 출력 

◀예제▶ putlog 사용예 

putlog ‘문자열’;       : 문자열을 출력 

putlog 변수명=  ;      : 변수명과 Equql Sign(=)과 변수값을 출력 

putlog 변수명 포맷명 …; : 변수값에 지정한 format 을 적용하여 출력 

putlog _all_ ;         : PDV 의 모든 변수에 대하여 변수명=값의 형태로 출력 

 

 

44> 디버깅(Debugging) – DEBUG 옵션 

 

• 디버그 명령어를 사용하여 한번에 DATA step 한 문장씩 실행하거나 변수(들)의 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변수(들)값의 변화를 조사할 수도 있음. 

 

 

 

 

 

 

 

DATA data-set-name / DEBU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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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반복’문과 배열 – 반복문 

 

• <유형 1> 시작, 끝 ,증가량 형태 

 

 

 

 

인덱스변수는 생성되는 output-data-set 에 포함되므로 불필요할 경우 drop 해야 함. 

시작, 끝, 증가량은 숫자이거나 숫자값이 나오는 표현식도 가능 

증가량이 1 일 경우 생략 가능. 

 

◀예제▶  

 

DATA class; 

   SET sashelp.class;  

RUN; 

 

• <유형 2> 리스트 형태 

 

 

 

 

◀예제▶  

 

DATA class; 

   SET sashelp.class;  

RUN; 

 

• <유형 3> 조건 반복 형태 

 

 

 

 

 

 

DO 인덱스변수 =시작 TO 끝 <BY 증가량>; 

     반복하고자 하는 SAS 문장(들)… 

END;  

DO 인덱스변수=item-1 <,…item-n>; 

      반복하고자 하는 SAS 문장(들)… 

END;  

DO WHILE (조건표현식); 

      반복하고자 하는 SAS 

문장(들)… 

END; 

DO UNTIL (조건표현식); 

      반복하고자 하는 SAS 문장

(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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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WHILE : 조건표현식이 참일 동안 반복, 조건 표현식이 반복문의 머리부분에 평가됨. 

DO UNTIL : 조건표현식이 참이 될 때까지 반복. 즉, 거짓일 동안 반복.  

조건표현식의 평가가 바닥부분(end 문장)에서 발생함. 그래서 무조건 1 회는 실행됨  

 

Ex1) DATA class; 

   SET sashelp.class;  

     RUN; 

 

 

• <유형 4> 유형 1 과 유형 3 의 혼합 형태 

 

 

 

 

Ex1) DATA class; 

   SET sashelp.class;  

     RUN; 

 

 

46> 반복문과 배열 – 배열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관측치만 선택할 때 사용 

• where 표현식은 피연산자(변수, 상수)와 연산자로 구성. 단, 사용되는 변수는 input Data Set 에 

존재하는 변수만 가능 

• Proc Step, Data Step 에서 사용 가능함.  

 

 

◀예제▶  

DATA class; 

     SET sashelp.class; 

     Where ( sex = ‘여’ and age ge 13 ) or name like ‘%스’ ;  

         /* 성별이 ‘여’이고 나이가 13 세 이상인 자료이거나  

            이름이 ‘스’로 끝나는 자료를 선택 */ 

    RUN; 

 

WHERE where-표현식 ;  

DO인덱스변수 =시작 TO 끝 <BY 증가량>  WHILE | UNTIL (조건표현식); 

      반복하고자 하는 SAS 문장(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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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upport 지원 요청 방법 안내] 

 

1. 지원 요청 방법 

1. 홈페이지 통해 등록: http://www.sas.com/korea →고객지원 →기술문의 항목을 통해 등록  

2. 기업: kor.support@sas.com / 02-2191-7003 

   학교: kor.uqa@sas.com  

* 데이터 분석 및 프로그램 작성은 담당자의 needs 를 파악하여 수행해야 하는 유료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지원은 SAS 의 consulting 서비스를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요청 시 필수 입력 사항 

1. 소속 (회사 또는 학교)  

2. 이름  

3. 연락처 

4. SAS 버전 

5. OS 환경 

6. Sitenumber (SITENUM (sas.com)) 

 

3. 기타 링크 안내 

구분 지원 내용 

Hot-Fix 
-Hot-fix 관련 정보 사이트 

http://support.sas.com/techsup/dwnload/index.html 

SAS S/W 관련 

기술 문의 

- 홈페이지 등록 

www.sas.com/korea -> 고객지원 -> 기술문의 

http://support.sas.com/ctx/supportform/createForm?ctry=kr 

- 기업: kor.support@sas.com / 02-2191-7003 

학교: kor.uqa@sas.com  

 

http://www.sas.com/korea
mailto:kor.support@sas.com
mailto:kor.uqa@sas.com
https://www.sas.com/content/dam/SAS/documents/technical/training/ko/ko_kr-sitenum.pdf
http://support.sas.com/techsup/dwnload/index.html
http://www.sas.com/korea
http://support.sas.com/ctx/supportform/createForm?ctry=kr
mailto:kor.support@sas.com
mailto:kor.uqa@sa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