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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개 이상의 DBMS 테이블을 조인하여 작업하는 경우 결과 생성이 오래 걸리는데 이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SAS에서만 지원하는 함수를 사용한 경우나 이기종의 테이블간의 조인작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조인할 각각의 테이블을 

서버의 work 공간에 내려서 작업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서버로 내리는 시간만큼 추가적인 작업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테이블에서 사용하려는 컬럼 만을 필터링 및 질의를 통하여 추출한 후 조인작업을 수행하면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EG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나요? 

하나의 EG에서는 작업이 모두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동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EG를 시작 후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다른 window 제품과 마찬가지로 PC의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느린 작업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3 

작업을 실행 중에 중지하고자 하면 EG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하나요? 

EG의 화면 하단에 있는 작업 상태 (작업상태 창이 보이지 않는 경우 보기메뉴>> 작업리스트 선택) 에서 실행중인 

작업을 선택 후 우측 마우스 클릭하여 중단을 선택 후 일정시간 경과하면 작업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SAS 

프로세스 종료를 선택하면 서버와의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4 

작업관리자에서 작업 실행중인 EG를 종료하면 서버에서 이 작업이 종료가 되나요? 

PC의 작업관리자에서 작업중인 EG를 강제 종료하면 PC의 EG는 종료가 되지만 서버에서 해당 작업은 계속 실행이 되기 

때문에 작업 상태에서 종료를 선택하여 종료하여야 합니다. 

5 

EG에서 PC에 저장한 프로젝트를 스케쥴링하게 되면 PC가 그 시간에 항상 켜져 있어야 하나요? 

PC에 사용자 로그인은 필요하지 않지만 PC는 반드시 켜져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작업을 야간에 수행하는 경우 해당 PC의 전원을 끄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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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1  컬럼명을 alias명으로 (라벨표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2  테이블을 열면 화면에 바로 열려서 작업을 수행시에 번거로운데 default로 테이블이 Flow에 만 나타나고  

열리지 않게 할 수 있나요? 

메뉴에서 제어 가능 

도구 ===> 옵션 ===> 데이터 ===> 일반 항목에서 [칼럼 이름대신 라벨사용(L)], [프로젝트에 데이터 추가할 때 

자동으로 데이터 열기(O) 의 정보 이용 

 

 

 

 

 

 

 

 

 

 

 

 

 

 

 
 

7 

UNIX 암호를 수정한 후 EG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하나요?  

(서버계정의 암호 수정 한 후 EG 연결하기) 

EG 접속 시에도 UNIX에서 수정한 암호로 로그인을 하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EG접속 시 수정한 서버 계정의 암호로 로그인) 

8 

EG에서 서버리스트의 로컬 클릭 시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보이는데 해결방법이 있나요? 

The class not registered. 

at SASObjectManager.ObjectFactoryClass.CreateObjectByServer(String Name, Boolean synchronous, ServerDef 

pIServerDef, String LoginName, String Password) 

시작의 실행에서 다음 명령어를 입력하여 서버를 registry에 등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 시작 >> 보조프로그램 >> 명령 프롬프트  

2. "C:\Program Files\SAS\SAS 9.1\sas.exe" /regserver  

    (SAS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하여 !SASROOT>sas.exe /reg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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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메뉴에 나오는 항목에 대한 도움말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메뉴에서 [보기]의 [What is]를 선택 후 해당 메뉴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What is 창에 해당 메뉴의 도

움말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10 

프로젝트를 저장 후에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는 경우 암호설정이 가능한가요? 

메뉴의 [파일] 에서 [속성]을 선택 후 (플로우에서 오른쪽마우스>>프로젝트>>속성)  보안 탭에서 암호를 

입력한 후 저장하면 프로젝트 오픈시에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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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주 사용하는 프로젝트에서 조회 조건 값을 자주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메뉴 [도구]에서 [파라미터(매트로 변수) 관리자]를 사용하여 파라미터를 생성 후 필터링 및 질의에 

해당 파라미터를 선택하여 조회하면 실행시에 Pop-up창을 통해 조건을 지정할 수 잇습니다. 

 

1) 파라미터 관리자를 통해 사용할 파라미터 정의  

   - 생성방법은 도움말 참고 

 

2) 필터링 및 질의에서 파라미터를 통한 조회를 하면 아래 창과 같은 Pop-up을 통하여 조건값에 대해 지

정할 수 있습니다. 

 

 

12 

SAS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프로그램 작성 후 블록 단위로 프로그램을 실행 하는게 가능한가요? 

코드를 블럭으로 잡은 후 F3키를 누르면 블록 단위의 실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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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AS Log에서 에러가 나온 경우 이와 같은 일반 적인 오류에 대한 대처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http://support.sas.com/index.html사이트에서 오류 메세지로 검색을 하면 해당 오류에 대한 조치방법을 찾

을 수 있습니다. 

 

 

14 

SAS 사용 중 에러가 발생한 경우 support.sas.com에서 검색하여도 관련 에러를 찾지 못한 경우 추가적인 문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http://www.sas.com/offices/asiapacific/korea/support/support.html  

    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등록하시면 SAS QA 담당자가 답변을 제공합니다. 

 

2) Web Page에서 등록 후에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 02)2191-7003으로 전화하여 문의 내용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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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G 플로우가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져서 여러 개의 플로우로 분리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메뉴의 [파일] 에서 [새로만들기]에서 프로세스 플로우를 선택하여 플로우 추가 

2. 플로우내에서 분리하려고 하는 작업을 마우스로 선택 후 우측 클릭하여 [이동]을 통해 플로우 분리 

 

 

 

15 

서버리스트 등의 창이 숨김 된 후 클릭이 되지 않는 경우 원상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메뉴에서 [도구] ====> [옵션]에서 [도킹창 재설정]을 클릭 하면 재설정 하면 됩니다. 

 



 

SAS 제품 FAQ 
작 성 부 서 기 술 지 원 팀 

  

  

제품명 Enterprise Guide 4.1 

     

 

  

 
The Power to Know 

8 

16 

Excel의 여러 Sheet로 Export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PC에 SAS가 설치 되어 있지 않으면 Excel의 여러 sheet로 export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내보내기 기능을 통하여 작업을 하거나, StoredProcess를 사용하여 사전코드를 통한 결과 테이블을 만든 

후 이 테이블을 참조하는 추가적인 excel작업을 하여 data 변경시 refresh 기능을 통하여 작업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17 

코드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실행서버를 선택할 수 있고, Local(로컬)을 선택해서 실행하면, 

PC의 work 라이브러리에 dataset이 생성되는데, 이는 현재 SAS client version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만약 

client version이 지워지게 되면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Client에 PC SAS가 설치 되어 있지 않으면 서버리스트에도 로컬이 나오지 않게 되고  실행서버도 마찬가지

로 로컬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로컬의 work는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18 

코드로 실행한 결과 테이블이 많은 경우에 50개가 넘는 output은 생성이 되지 않는데 방법이 있나요? 

EG에서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화면에 보여지는 MAX dataset의 수는 50개입니다. 

로그를 확인 하여 정상적으로 작업이 수행되어 진 경우라면 해당 결과물을 가지고 

추가적인 작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19 

프로젝트에서 코드파일(.sas)을 불러와서 실행 한 후 코드파일을 다른 디렉토리로 이동하게 되면 EG에서 Open이 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하나요? 

EG에서 코드파일(.sas)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면 코드 파일에 대한 바로가기 정보만이 EG 프로젝트안에 

저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일을 이동하면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 새로만들기의 코드와 열기의 코드는 다

릅니다.)  

프로젝트 안에 저장하려고 하면 [새로만들기] ====> [코드] 를 통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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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서 테이블이 열리지 않습니다. 테이블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Unble to transcode string, transcode buffer too small" 

character 컬럼의 length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문자 컬럼의 length를 증가시켜 해결하여야 합니다. 

아래 매크로를 EG의 코드를 통하여 실행하여 length를 1만큼 일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방법  : 아래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가능> 

%leng(tbl=prdsale,path=/rmg/jm96769); 

      tbl= 에 변환하려는 테이블명 입력,   path=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물리적 경로 입력 

 

<실행시켜야 할 매크로 프로그램> 

%macro leng(tbl=, path=); 

libname tmp "&path"; 

     proc contents data=tmp.&tbl out=cont noprint; run; 

     data conf(keep=name length); set cont; if type=2;run; 

     data tmp; 

        length lng $5000 tmp $200; 

        retain lng; 

        set conf; 

        if _n_=1 then do; 

           lng=compbl( name||' '||'$'||left(length+1));   

        end; 

        else do; 

           tmp = compbl(name||' '||'$'||left(length+1)); 

           lng=compbl(lng||' '||tmp); 

        end; 

     run; 

     data _null_; 

        set tmp;   call symputx('lng',lng); 

     run; 

     data tmp.&tbl; 

        length &lng; 

        set tmp.&tbl; 

     run; 

%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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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의 text 파일을 서버에(UNIX) 올린 후 infile 할때 마지막 컬럼의 값이 제대로 인식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컬에 있는 text 파일을 서버로 올릴 때 binary 모드로 전송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전송모드를 변경이 

필요합니다.  

서버관리자에서 전송모드를 이진으로 변경 ====> 변경을 위해서는 서버와의 연결해재가 필요합니다. 

 

22 

csv file을 서버의 디렉토리로 옮긴 후, infile문을 통해 SAS data로 conversion하는데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일한 code로 기존 서버의 동일한 환경에서 실행할 경우, 오류없이 실행되던 작업) 

CSV 파일도 comma로 구분된 text 파일이기 때문에 서버로 올릴 때, 전송모드를 텍스트로 변경 후 복사하

여야 정상적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23 

DBF 형태의 파일을 Import 하는 경우 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결 가능한가요? 

DBF 파일을 가져오는 경우 컬럼명의 길이가 10자리로 제한이 되어 있어 Open시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  

1) proc import 구문을 사용한 파일 import 

PROC IMPORT OUT= WORK.test  

            DATAFILE= "C:\temp\new_customer.dbf"  

            DBMS=DBF REPLACE; 

     GETDELETED=NO; 

RUN; 

2) CSV 파일로 export 하여 사용 

3) 컬럼명의 길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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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 DataSet, Excel 파일 등의 binary(이진) 파일을 서버에 올릴 때 에러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에러메세지에 Hresult 또는 transcode 관련 에러메세지 포함) 

Binary(이진) 파일을 서버로 복사할 때 전송모드가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로 전송모드를 

이진으로 변경 후 복사하여야 정상적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25 

EG 탐색기에서 drag-drop을 통해 서버와 PC간 라이브러리, 파일시스템간의 download가 가능한데,  

현재 SAS client version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요? 

PC SAS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경우고 만약 PC의 SAS를 uninstall하게 되면 drag & drop을 통한 

파일 이동은 불가합니다. 서버의 파일을 PC로 내리고자 한다면 내보내기 기능을 통하여 PC에 저장하는 기

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6 

PC에 Client SAS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SAS 파일로 내보내기 기능이 안되나요? 

PC에 SAS가 설치 되어 있지 않으면 SAS dataset의 형태로 내보내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CSV, Text 형태로 내보내거나 서버에 저장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27 

프로시저 실행 후에 data가 자동으로 열리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작업을 변경 후 실행하면 기존 결과를 바꾸겠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default 값을 설정할 수 있나요? 

[도구]의 [옵션]에서 [결과 ==> 일반] 에서 아래 화면에 있는 메뉴 값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결과관리방법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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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프로시저 실행후에 data가 자동으로 열리는 것을 옵션으로 막은 후에 테이블이 아닌 결과물도 볼 수 없는데, 

결과물만 볼 수 있나요? 

프로시저를 다음 구문으로 묶어서 처리하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ods html style=EGDefault; 

~~~~ 

ods html close; 

 

예) 

ods html style=EGDefault; 

proc freq data=test ; 

   by sex; 

run; 

ods html close; 

29 

EG에서 실행한 결과물을 바로 Excel을 띄어서 보고 싶은 경우 방법이 있나요? 

[도구]의 [옵션]에서 [결과 ==> 뷰어]에 가면 default로 open이 되는 output 뷰어가 HTML에 대해 

Enterprise Guide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사용할 뷰어를 찾아보기를 통하여 Excel로 변경 후 작업하시면 바로 Excel에서 결과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는 경우 Procedure를 실행한 결과만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query 결과를 excel에서 직접 보기 

위해서는 query 작업뒤에 proc print data=테이블명;run; 을 코드로 실행하시면 Excel에서 

query 결과도 Excel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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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G에서 라이브러리를 열려고 하는 경우 " The 'sas.iomprovider.1' provider is not registerd on the local machine 

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G 관련 한 OLEDB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SASCD 디렉토리의 bundles 아래의sasoledb에서 setup.exe를 선택하여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31 

서버리스트의 로컬로 연결시에 아래와 같은 에러 메세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청한 리소스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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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cted.0x0localhost440196D4-90F0-11D0-9F41-00A024BB830CSAS.Workspace.1.0·IAA2224·IAA 

SAS가 default로 영문을 start하게 되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C:\Program Files\SAS\SAS 9.1\sasv9.cfg 파일을 열어서 경로를 nls\en이 아닌 nls\ko로 변경한 후 

EG를 실행하면됩니다. 

32 

PC client SAS를 통하여 Oracle 라이브러리를 할당할때 아래와 같은 에러가 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Error: Could not load module /sas/sasv9/hotfix/sasexe/sasora 

SAS client에서 서버로 연결시에 사용하는 .scr 파일에 unxspawn 부분에 sas 실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시면 됩니다. 

type '/sas/sasv9/sas_startup -dmr -comamid tcp -device grlink -noterminal '; 

33 

EG를 실행할때 사전/사후에 코드를 추가하는게 가능한가요? 

[도구]의 [옵션]에서 SAS 프로그램의 SAS코드추가 부분을 편집을 통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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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작업을 실행하면 로그가 계속 새로고침이 되는데 SAS Client의 로그처럼 계속 누적하여 볼 수 있나요? 

1. 도구의 옵션에 SAS 프로그램에서 SAS 코드를 수정하여 로그를 누적하여 볼 수 있습니다. 

로그 경로를 생성 후 수정하여 작업하면 됩니다. 일별로 로그가 누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정 후에는 일정 주기마다 로그파일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2. 프로젝트의 속성에서 프로젝트 로그를 통해 프로젝트 로그 유지에 대한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플로우에서 오른쪽마우스 >> 프로젝트 >> 속성 >> 프로젝트 로그 항목) 

35 

TEXT 파일을 텍스트의 형태로 서버에 전송하려 하는데 Hresult에러가 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서버에 

파일을 올려야 하나요? 

Ultraeditor에서 파일의 변환에 UNIX/MAC to DOS로 하여 저장 후에 전송하면 가능합니다. 

36 

VISTA에서 EgAuto.sas 파일을 수정하기 위해 application data 들어가려고 하는데 디렉토리가 Open이 

되지 않습니다. 수정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디렉토리를 우측 클릭 후 속성 ===> 보안 ===> 편집에서 Everyone 계정 삭제 후에 Open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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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G,AMO (SAS Add-in For Microsoft Office) 에서 자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미리 등록하고 작업 하는게 가능한가요? 

(서버의 OS가 Unix인 경우) 

UNIX에 로그인하여 사용자 home 디렉토리에 autoexec.sas 라는 파일을 생성하고 이 파일에  

라이브러리를 정의하시면 재기동시마다 정의한 라이브러리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자 : home 디렉토리에 autoexec.sas파일 생성 , 

   관리자는 appserver_autoexec.sas 에 ~&sysuserid./autoexec.sas파일을 include해줘야함. 

   (appserver_autoexec.sas에 %include "~&sysuserid./autoexec.sas" ; 추가) 

[참고] 

1) EG의 경우 사용자가 코드를 통해 라이브러리 할당 가능함. 

2) AMO4.1 : 데이타 분석 작업을 통해 분석작업 지정 시 코드 보기를 통해 코드삽입하여 사용함. 

3) AMO4.2 : 옵션>>작업TAB에 작업 후 실행문장 입력 가능함. 

38 

결과를 텍스트 출력으로 선택한 경우 Font를 수정하고자 하면 어디서 변경하여야 하나요? 

[도구]의 [옵션]에서 SAS 프로그램의 편집기 옵션을 click 후 변경하려는 내용의 Font등을 변경 가능 

 

 



 

SAS 제품 FAQ 
작 성 부 서 기 술 지 원 팀 

  

  

제품명 Enterprise Guide 4.1 

     

 

  

 
The Power to Know 

16 

39 

EG (version 4 이상) 의 메뉴를 사용 할 때 runtime error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PC 에 EG 이전 버전이 설치되어 있어 S/W 충돌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EG버젼을 삭제 후 다시 최근 Version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40 

사용 도중 “System.Runtime.InteropServices.COMExeption.. 오류” 

EG4.1 메뉴를 사용할 때 기존 설치된 EG 버젼 모듈을 불러오는 문제와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기존 설치된 EG를 지우고 최근 Version의 EG를 다시 설치하시면 됩니다. 

41 

메뉴창에 그래프, 분석 메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설정문제 입니다.  

메뉴의 [도구]의 [Enterprise Guide 탐색기]에서  [옵션] – [관리자 작업] 체크 해제 후 EG를 종료 후 다시 

실행하시면 됩니다 

42 

EG설치시 지속적으로 재부팅 대기 메시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작>>실행>>regedit 를 통해 레지스트리편집기의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Control\Session Manager  

아래의 'PendingFileRenameOperations' 안에 있는 내용을 제거해 줍니다. 

43 

EG설치시 공유컴포넌트 설치과정에서 멈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스템 및 Application에 따라서 5분~2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면 설치가 될 겁니다. 

44 

EG requirement 설치 시 “Microsoft JET 4.0” 설치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MS보안패치와의 충돌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Window 업데이트를 최신 업데이트로 갱신 후 다시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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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시스템 요구사항 (SRW)설치 중 .NET 설치시 "command error…." 에러가 나면서 종료 됩니다. 이유가 뭔가요? 

MS .NET install wizard 가 directory 명 한글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설치파일을 한글디렉토리가 아닌 영문디렉토리로 복사하셔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46 

SRW setup 시 Microsoft .NET Framework 1.1 Setup시 command line option syntax error. Type Commnd /? For help. 

에러메세지 발생 

MS의 .net 설치 문제입니다. 

SRW의 setup을 통해 설치하지 마시고 .net 직접 지정하여 설치 

1. !SASimage\srw\redist\dotnet\en\dotnetfx.exe 실행 후  

  !SASimage\srw\redist\dotnet\ko\langpack.exe 실행 

2. 설치 후 SRW 재 실행 

 

만약 위의 작업으로도 설치가 되지 않는다면, SAS 설치 CD가 image경로 변경 

현재 설치 cd경로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다면, (d:\기타\..), 경로에 한글이 포함되지 않게 구성한 뒤 설치 

(setup.exe)를 실행 

47 

AMO 설치 후에도 Excel, Power Point, Word 등에 SAS라는 메뉴가 보이지 않는데 해결방법이 있나요? 

설치시에 Registry 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발생된 경우로 아래 파일의 압축을 푼후  

menu가 보이지 않는 registry 파일을 double click하여 등록 후 

Office를 다시 띄우면 SAS menu를 볼 수 있습니다. 

48 

AMO logging  

<<drive>:\Program Files\SAS\Add-In for Microsoft Office\>  

밑에 SAS.Solutions.OfficeAddin.dll.config 파일 추가  

[파일 다운로드 site]  

 ftp://ftp.sas.com/techsup/download/blind/PerformanceSolutions/SN019846.zip  

ftp://ftp.sas.com/techsup/download/blind/PerformanceSolutions/SN019846.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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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NET 2.0설치 후 .NET 2.0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 (SAS9.1.3에서는 .NET 1.1사용함) 

STP실행시 STP결과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할 경우 .NET1.1대신 .NET2.0을 사용하면 제대로 결과 나옴.  

(본사guide는 .NET2.0 미사용) 

1) .NET2.0 설치 (internet 에서 download) 

2) excel설치 디렉토리에 excel.exe.config 파일 생성 

----excel.exe.config---파일작성 

<?xml version ="1.0"?>  

<configuration>  

<startup>  

<supportedRuntime version="v2.0.50727" />  

</startup>  

</configu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