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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이브러리 등록 - overview 4. 라이브러리 등록 

SMC(SAS Management Console) 에서 라이브러리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권한이 있는  Userid  (ex. sasadm@saspw)로  접속한 후 라이브러리 관리자를 통해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SMC 시작  

 - 데이터 라이브러리 관리자 

   >> 라이브러리 선택 후 오른쪽 마우스 클릭  

   >>  새로운 라이브러리.. 선택 을 통해 라이브러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recommend]  

라이브러리 등록 작업은, sasadm@saspw(내부계정) 보다는 

외부계정(os user 생성 후 SMC의 사용자 관리자에 등록된 

계정으로. 그룹은 SAS Administrators로 지정된 계정)으로 

작업하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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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SASDataSet : Base엔진 - overview  4. 라이브러리 등록 

SMC(SAS Management Console) 에서 서버의 특정 디렉토리에 대해 라이브러리 등록 

- 서버의 시스템내의 물리적 경로에 대해 SAS Client 에서 사용하고자 할때 SMC에 등록 후 사용 가능 

1) 디렉토리 확인 2) 라이브러리 등록 3) 테이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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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Base엔진 - 1) 디렉토리 확인 (1/6) 4. 라이브러리 등록 

SAS 에서 사용할  서버의 특정 디렉토리에대해 확인 

    - 서버의 시스템내의 물리적 경로에 대해 디렉토리에 대한 확인 및 디렉토리의 권한 여부 확인 

*** UNIX의 경우 디렉토리에 대해서 read, write권한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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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Base엔진 – 2) 라이브러리등록 (2/6) 4. 라이브러리 등록 

SMC(SAS Management Console) 에서 서버의 특정 디렉토리에 대해 라이브러리 등록 

Step1)  SAS 데이터 에서 

             [SAS Base 라이브리 선택] 후  다음(N)> 

Step2) 라이브러리리의 이름 지정 후 [다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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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Base엔진 – 2) 라이브러리등록 (3/6) 4. 라이브러리 등록 

SMC(SAS Management Console) 에서 서버의 특정 디렉토리에 대해 라이브러리 등록 

Step3) 라이브러리 할당될 SAS서버 선택 : 

             SASApp 선택 후 [다음(N)>] 

Step4) 라이브러리 속성 입력 후 [다음(N)>] 

             - Libref 입력 

             - 경로지정 :  [새로만들기]를 통해 경로 지정가능 

경로지정시 서버의 OS의 종류에 따라 경로 지정 
 
ex) Windows -  c:\dbmart\mining 
      UNIX       -  /dbmat/mining 



7 

 

Copyright ©  2011, SAS Institute Inc. All rights reserved. 

4.1 Base엔진 – 2) 라이브러리등록 (4/6) 4. 라이브러리 등록 

SMC(SAS Management Console) 에서 서버의 특정 디렉토리에 대해 라이브러리 등록                            

Step5) 라이브러리 정보 확인 후 [마침(F)>] [등록된 라이브러리 확인] 

 - SMC에서 라이브러리 항목에 등록한 라이브러리확인 

라이브러리 선택 후 sub-menu를 통해,  
라이브러리의 속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으며,   
- 테이블 등록, libname문 확인, 할당 편집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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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Base엔진 – 3) 테이블등록 (5/6) 4. 라이브러리 등록 

SMC(SAS Management Console) 에서 라이브러리의 sub-memu 의 테이블 등록을 통해 작업 

Step1) SAS라이브러리 선택 확인 후 [다음(N)>] Step2) 등록할 테이블 선택 및 폴도 위치 확인 후 [다음(N)>] 

*** 로그온 창이 나타날때는,  

     - SASApp 사용 권한이 있는 계정 의 id/pw 입력 

       (SMC의 사용자 관리자에 등록된 계정 ex. sasd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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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Base엔진 – 3) 테이블등록 (6/6) 4. 라이브러리 등록 

SMC(SAS Management Console) 에서 라이브러리의 sub-memu의 테이블 등록을 통해 작업 

Step3) SAS라이브러리 선택 확인 후 [다음(N)>] [등록된 테이블 확인] 

 - SMC에서 라이브러리에 등록된 테이블 리스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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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PDS (SASScalablePerformanceDataServer) - overview 4. 라이브러리 등록 

SMC에 SPDS 라이브러리 등록의 경우, spds의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1) Libnames.parm : 도메인 등록 및 등록 된 도메인 확인 

2) 연결계정 등록        :  사용자관리자에 SPDS 접속 userid  등록 

3) SPDS Server 등록 :  서버관리자에 SPDServer 생성 

4) 라이브러리 등록    

5) 테이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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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PDS – 1) libnames.parm (1/14) 4. 라이브러리 등록 

SPDS(SASScalablePerformanceDataServer)에 등록된 도메인 정보 확인 및 추가 등록시 

 libnames.parm 파일을 통해 확인 및 추가 등록가능 

 

참고1) SPDS 가 설치된 OS에 따라 파일의 경로에 대해서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참고2) libnames.parm 파일의 위치 (SPDS Version에 따라 경로명에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SASProductLocation/SASScalablePerformanceDataServer/4.5/site 
            ex) /sas/app/sas_product/SASScalablePerformanceDataServer/4.5/site 

1. 도메인 확인 

     Libname=도메인-이름 

 

2. 사용경로 확인 

     pathname=사용경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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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PDS – 2) 연결계정 등록 (2/14) 4. 라이브러리 등록 

SPDS에 접속할 수 있는 UserID에 대해 SMC에 등록 

 

 
[등록 작업] SMC의 사용자관리 메뉴에서 

                   sub-menu중 새로만들기 >> 그룹 선택 

Step1) 일반Tab에서 그룹이름 지정 

           - 이름 :  그룹이름 입력  ex. SPDS Group 
           -  표시이름이나, 설명은 옵션사항 



13 

 

Copyright ©  2011, SAS Institute Inc. All rights reserved. 

4.2 SPDS – 2) 연결계정 등록 (3/14) 4. 라이브러리 등록 

SPDS에 접속할 수 있는 UserID에 대해 SMC에 등록 

 

 
Step3) 계정Tab에서 SPDS에 login할 계정 등록 

           - 새로만들기를 통해  SPDS 계정 등록 

Step2) 멤버 Tab에서 SPDS를 사용할 계정 및 그룹 등록 

           -  현재멤버의 위치로 SPDS사용할 계정 등록 

① 

② 

[사용자id/암호] 에  

  - SPDS연결 계정 id/pw 입력 

 

[인증도메인]으로는   

   - SPDSAuth 지정 

SPDSAuth 가 없을 경우  

[새로만들기]를 통해 생성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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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PDS – 2) 연결계정 등록 (4/14) 4. 라이브러리 등록 

SPDS에 접속할 수 있는 UserID에 대해 SMC에 등록 

 

 
[등록 확인] SMC의 사용자관리 에서 생성그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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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PDS – 3) SPDS Server 등록 (5/14) 4. 라이브러리 등록 

SPDS에 접속할 수 있는 서버에 대해 SMC에 등록 

[등록 작업] SMC의 서버관리자 메뉴 에서 

                   sub-menu중 [새로운 서버] 선택 

Step1) SAS서버 중 [SAS Acalable Performance Data 서버]   

           선택 후 [다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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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PDS – 3) SPDS Server 등록 (6/14) 4. 라이브러리 등록 

SPDS에 접속할 수 있는 서버에 대해 SMC에 등록 

 

Step3) 서버 속성 확인 후 [다음(N)>] 

            - 기존 입력 default 유지 

Step2)  서버이름 지정 후 [다음(N)>] 

            ex.  이름 : SPDS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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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PDS – 3) SPDS Server 등록 (7/14) 4. 라이브러리 등록 

SPDS에 접속할 수 있는 서버에 대해 SMC에 등록 

 

Step5) 계정Tab에서 SPDS에 login할 계정 등록 

           - 새로만들기를 통해  SPDS 계정 등록 

Step4) SPDS 서버 연결 정보 입력 후 [다음(N)>] 

     - 호스트 : hostname지정 (반드시 따옴표로 묶어서 표시) 
     - 포트번호/이름 :  port번호 (‘5190’) 또는 
               /etc/services파일에 등록된 ‘spdsname’ 사용 

     - 인증도메인 : SPDSAuth 지정 

** 호스트, 포트번호/이름은 
반드시 따옴표로 묶어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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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PDS – 3) SPDS Server 등록 (8/14) 4. 라이브러리 등록 

SPDS에 접속할 수 있는 서버에 대해 SMC에 등록 

 

[등록 확인] SMC의 [서버 관리자] 에서  등록한 서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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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PDS – 4) 라이브러리 등록 (9/14) 4. 라이브러리 등록 

SMC에 SPDS 라이브러리 등록 

 

[등록 작업] SMC의 [데이터 라이브러리관라지] 에서  

  [라이브러리] sub-menu 중 [새로운 라이브러리…] 선택 

Step1) 라이브러리에서 

 [SAS Scalable Performance Data..]  선택 후 [다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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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이브러리 등록 

SMC에 SPDS 라이브러리 등록 

 

Step3) 라이브러리할당 할  [SAS App ]선택 후  [다음(N)>] Step2)  라이브러리 이름  지정 후 [다음(N)>] 

            ex.  이름 : spds_lib 

4.2 SPDS – 4) 라이브러리 등록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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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PDS – 4) 라이브러리 등록 (11/14) 4. 라이브러리 등록 

SMC에 SPDS 라이브러리 등록 

Step5) 서버 상세정보 설정 후 [다음(N)>] 

1) SAS SPD서버 : 서버 생성단계에서 생성된 SPDSServer 선택 

2) LIBNAME 도메인 : libnames.parm 파일에서 사용할 도메인 지정 

3) 본로그인 에서 spdsadm(SPDSAuth) 선택  

 

Step4)  라이브러리 속석 libref입력 후 [다음(N)>] 

             ex. Libref : spds_lib 

기본로그인 항목에   보이지 않을 경우 
[로그인 추가…]  >>  모두보기 를 통해    
                          spdsadm 선택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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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PDS – 4) 라이브러리 등록 (12/14) 4. 라이브러리 등록 

SMC에 SPDS 라이브러리 등록 

Step6)  라이브러리 정보 확인 후  [마침(F)] [등록 확인] SMC의 [데이터 라이브러리 관리자] 에서 

                   등록한 라이브러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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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PDS – 4) 테이블 등록 (13/14) 4. 라이브러리 등록 

SMC에 SPDS 라이브러리에 테이블 등록 

Step1)  SPD서버 데이터 소스 정보 확인 후 [다음(N)>] 

             - DBMS 개체 이름에서 특수문자 사용 가능 체크 

 SPDS Server에 로그인할 계정에 대한 정보 입력 

1) 첫번째 로그온 창을 통해서는 

     - SASApp 사용 권한이 있는 계정  

       (SMC의 사용자 관리자에 등록된 계정 ex. sasdemo) 

 

 

 

 
 

[recommend]  테이블 등록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계정 
(SMC에 사용자관리자에 등록된 사용자)으로 등록할 경우 
해당 로그온 –SASApp에 대해서 묻지 않음.  

 

2) 두번째 로그온창을 통해서는 

    - SPDS 연결 계정에 대해 입력 (ex. spdsa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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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PDS – 4) 테이블 등록 (14/14) 4. 라이브러리 등록 

SMC에 SPDS 라이브러리에 테이블 등록 

Step3) 등록할 테이블 리스트 확인 후  [마침(F)] Step2)  등록할 테이블 선택 후  [다음(N)>] 

             - 다중 선택 가능 ( Ctrl + 테이블 선택) 

[데이터 라이브러리 관리자]에서 [라이브러리]에서  

해당 라이브러리 선택 하면 오른쪽의 창을 통해 등록된 

테이블리스트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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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DBMS : Oracle - overview 4. 라이브러리 등록 

SMC에 DBMS에 대해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DBMS가운데 Oracle 라이브러리 등록의 경우, Oracle의 TNS 정보를 확인 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1) tnsname.ora 확인 

2) 연결계정 등록        :  SMC의 사용자관리자에 Oracle 접속 userid  등록 

3) Oracle Server 등록 :  SMC의 서버관리자에 Oracle Server 생성 

4) 라이브러리 등록      

5) 테이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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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Oracle – 1) tnsname.ora (1/15) 4. 라이브러리 등록 

Oracle에 등록된 Service ID 확인 및 추가 등록시 tnsname.ora 파일을 통해 확인 및 추가 등록가능 

 

참고1) Oracle Client 가 설치된 OS 에 따라 파일의 경로에 대해서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참고2) tnsname.ora 파일의 위치 (OS 에 따라 경로명에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UNIX : $ORACLE_HOME/network/admin/tnsnames.ora 

           Windows : $Oracle_HOME\network/admin/tnsnames.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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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Oracle – 2) 연결계정 등록 (2/15) 4. 라이브러리 등록 

Oracle 에 접속할 수 있는 UserID에 대해 SMC에 등록 

Step1)  사용자 관리자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 후 

             [새로만들기]  - [그룹] 클릭 

Step2)  일반 탭에서 

             이름 : Oracle Group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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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Oracle – 2) 연결계정 등록 (3/15) 4. 라이브러리 등록 

Oracle 에 접속할 수 있는 UserID에 대해 SMC에 등록 

Step3)  멤버 탭에서 

     Oracle 사용 가능 ID를 현재 멤버로 이동 

Step4-1)  계정 탭에서 

     [새로만들기] 클릭 

*** 인증도메인에 OracleAuth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인증도메인의 [새로만들기]를 통해 생성 

Oracle에 접속할 수 있는  

userid/password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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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Oracle – 2) 연결계정 등록 (4/15) 4. 라이브러리 등록 

Oracle 에 접속할 수 있는 UserID에 대해 SMC에 등록 

Step4-2)  로그인 계정 확인 

     로그인 계정 확인후 [확인] 클릭 
Step5)  그룹생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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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Oracle – 3) Oracle Server 등록 (5/15) 4. 라이브러리 등록 

Oracle에 접속할 수 있는 Oracle서버에 대해 SMC의 서버관리자에 등록 

Step1)  서버 관리자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후 

           [새로운서버] 클릭 

Step2)  Database 서버 그룹에서 

             [Oracle 서버] 선택 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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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Oracle – 3) Oracle Server 등록 (6/15) 4. 라이브러리 등록 

Oracle에 접속할 수 있는 Oracle서버에 대해 SMC의 서버관리자에 등록 

Step3)  Oracle 서버 이름 입력 

           이름 : OracleServer 입력 후 [다음] 

Step4)  Oracle Version 정보 입력 

             Default 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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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Oracle – 3) Oracle Server 등록 (7/15) 4. 라이브러리 등록 

Oracle에 접속할 수 있는 Oracle서버에 대해 SMC의 서버관리자에 등록 

Step5)  Oracle 경로 및 인증 정보 입력 

     경로 : Oracle SID 입력 

     인증유형 : OracleAuth 선택 후 [다음] 

Step6)  서버 생성정보 확인 

    서버 생성정보 확인 후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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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Oracle – 3) Oracle Server 등록 (8/15) 4. 라이브러리 등록 

Oracle에 접속할 수 있는 Oracle서버에 대해 SMC의 서버관리자에 등록 

Step7)  서버 생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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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Oracle – 4) 라이브러리 등록 (9/15) 4. 라이브러리 등록 

SMC에서 Oracle 라이브러리 

Step1)  라이브러리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후 

            [새로운 라이브러리] 클릭 

Step2)  라이브러리유형 선택 

          -   데이타베이스데이타의  Oracle 라이브러리  

              선택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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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Oracle – 4) 라이브러리 등록 (10/15) 4. 라이브러리 등록 

SMC에서 Oracle 라이브러리 

 

Step3)  라이브러리 이름 및 위치 설정 

            이름 지정 후 [다음] 

            ex. 이름 : ora_lib 

Step4)  사용가능한 서버 선택 

           SASApp 를 우측으로 이동 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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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Oracle – 4) 라이브러리 등록 (11/15) 4. 라이브러리 등록 

SMC에서 Oracle 라이브러리 

 

Step5)  라이브러리 참조명 설정 

            - libref 지정 후 [다음(N)>] 

             ex. Libref : ora_lib 

Step6)  서버 상세정보 설정 

    환경에 맞게 설정후 [다음] 

    스키마 입력은 필수임 (일반적으로  Oracle  ID) 

*) Database 에서는  [3) Oracle 서버 등록]을 통해 등록한 서버지정 

**) 기본로그인에서는 [2) 연결계정 등록]을 통해 등록한 계정 지정 

* 

** 

선택할 계정이 보이지 않을 경우 

[로그인추가…]를 통해 [모두보기]를 통해 scott선택 후 확인 



37 

 

Copyright ©  2011, SAS Institute Inc. All rights reserved. 

4.3 Oracle – 4) 라이브러리 등록 (12/15) 4. 라이브러리 등록 

SMC에서 Oracle 라이브러리 

Step7)  라이브러리 생성정보 확인 

    생성정보 확인후  [마침] 

[등록 확인] 라이브러리 등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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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Oracle – 5) 테이블 등록 (13/15) 4. 라이브러리 등록 

SMC에 Oracle 라이브러리에 테이블 등록 

Step1)  ora_lib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테이블 등록] 클릭 

Step2)  라이브러리 설정 

    Default로 [다음] 

*) DBMS 개체 이름에서 특수문자 사용을 허용할 경우 

    항목을 체크해 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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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Oracle – 5) 테이블 등록 (14/15) 4. 라이브러리 등록 

SMC에 Oracle 라이브러리에 테이블 등록 

Step3)  SASApp 사용자 인증 

    인증 가능한 SAS 계정 입력후 [확인] 

 

[recommend]  테이블 등록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계정 

(SMC에 사용자관리자에 등록된 사용자)으로 등록할 경우 

해당 로그온 –SASApp에 대해서 묻지 않음.  

 

Step5)  등록할 테이블 선택 

    테이블 선택 후 [다음] 

Step4)  OracleServer 인증 

    인증 가능한 Oracle 계정 입력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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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Oracle – 5) 테이블 등록 (15/15) 4. 라이브러리 등록 

SMC에 Oracle 라이브러리에 테이블 등록 

Step6)  메타데이터 생성 확인 

    데이터 생성 확인 후 [마침] 

Step7)  테이블 등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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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DBMS : ODBC(MSSQL) - overview 4. 라이브러리 등록 

SMC에 DBMS에 대해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DBMS가운데 ODBC 라이브러리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ODBC Driver를 확인 한 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1) DSN 확인 : ODBC Driver 확인 

2) 연결계정 등록 :  SMC의 사용자 관리자에 ODBC 접속 userid  등록 

3) ODBC Server 등록 : SMC의 서버관리자에 ODBC Server 생성 

4) 라이브러리 등록 

5) 테이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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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ODBC – 1) DSN 확인 (1/15) 4. 라이브러리 등록 

UNIX – odbc.ini ,  WINDOWS – odbc관리자 정보확인 

ODBC에 등록된 정보 확인 및 추가 등록시 odbc 파일을 통해 확인 및 추가 등록가능 

 

참고)  파일의 위치 (OS 에 따라 경로명에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UNIX : 일잒적으로 User HOME Directory에 .odbc.ini 파일로 존재합니다. (DB 담당자 확인 필요) 

           Windows : 시작 – 제어판 – 관리도구 – 데이터원본(ODBC) 

UNIX – odbc.ini Window – odbc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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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ODBC – 2) 연결계정 등록 (2/15) 4. 라이브러리 등록 

ODBC에 등록된 DSN의 접속 Userid에 대해 SMC에 등록 

Step1)  사용자 관리자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 후 

             [새로만들기]  - [그룹] 클릭 

Step2)  일반 탭에서 

             이름 : MSSQL Group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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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ODBC – 2) 연결계정 등록 (3/15) 4. 라이브러리 등록 

ODBC에 등록된 DSN의 접속 Userid에 대해 SMC에 등록 

Step3)  멤버 탭에서 

        ODBC에 접속할 수 있는  ID를 현재 멤버로 이동 

Step4-1)  계정 탭에서 

     [새로만들기] 클릭 

*** 인증도메인에 MSSQLAuth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인증도메인의 [새로만들기]를 통해 생성 

ODBC를 통해 접속할 

DB에 접속할 수 있는  

userid/password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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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ODBC – 2) 연결계정 등록 (4/15) 4. 라이브러리 등록 

ODBC에 등록된 DSN의 접속 Userid에 대해 SMC에 등록 

 

Step4-2)  로그인 계정 확인 

     로그인 계정 확인후 [다음] 클릭 

Step7)  그룹생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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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ODBC – 3) ODBC 서버 등록 (5/15) 4. 라이브러리 등록 

ODBC 서버 에 대한 정보를 SMC에 등록 

Step1)  서버 관리자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후 

     [새로운서버] 클릭 

Step2)  Database 서버 그룹에서 

    [ODBC 서버] 선택 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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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ODBC – 3) ODBC 서버 등록 (6/15) 4. 라이브러리 등록 

ODBC 서버 에 대한 정보를 SMC에 등록 

Step3)  ODBC 서버 이름 입력 

     이름 : MSSQLServer 입력 후 [다음] 

Step4)  ODBC Version 정보 입력 

    데이터 소스 유형 에서 [ODBC – 기타 데이터베이스] 

   선택 후 [다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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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ODBC – 3) ODBC 서버 등록 (7/15) 4. 라이브러리 등록 

ODBC 서버 에 대한 정보를 SMC에 등록 

Step5)  ODBC 경로 및 인증 정보 입력 

     데이터소스 : ODBC DB Name입력 

     인증유형 : MSSQLAuth 선택 후 [다음] 

Step6)  서버 생성정보 확인 

    서버 생성정보 확인 후 [마침] 

1) DNS에서 확인한  DSN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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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ODBC – 3) ODBC 서버 등록 (8/15) 4. 라이브러리 등록 

ODBC 서버 에 대한 정보를 SMC에 등록 

Step7)  서버 생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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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ODBC – 4) 라이브러리 등록 (9/15) 4. 라이브러리 등록 

SMC에서 ODBC 라이브러리 등록 

Step1)  라이브러리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후 

     [새로운 라이브러리] 클릭 

Step2)  라이브러리유형 선택 

     ODBC 라이브러리 선택 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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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ODBC – 4) 라이브러리 등록 (10/15) 4. 라이브러리 등록 

SMC에서 ODBC 라이브러리 등록 

Step3)  라이브러리 이름 및 위치 설정 

            라이브러리 이름 지정 후 [다음] 

            ex. 이름 : sql_lib 

Step4)  사용가능한 서버 선택 

    SASApp 를 우측으로 이동 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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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ODBC – 4) 라이브러리 등록 (11/15) 4. 라이브러리 등록 

SMC에서 ODBC 라이브러리 등록 

Step5)  라이브러리 참조명 설정 

         라이브러리 libref 속성 입력 후 [다음] 

          ex. Libref :  sql_lib (8자 이내로 이름지정) 

Step6)  서버 상세정보 설정 

    환경에 맞게 설정후 [다음] 

    스키마 없을경우 입력하지 않음 

*) Database 에서는  [3) ODBC 서버 등록]을 통해 등록한 서버지정 

**) 기본로그인에서는 [2) 연결계정 등록]을 통해 등록한 계정 지정 

* 

** 

선택할 계정이 보이지 않을 경우 

[로그인추가…]를 통해 [모두보기]를 통해 계정(ex. sa) 선택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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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ODBC – 4) 라이브러리 등록 (12/15) 4. 라이브러리 등록 

SMC에서 ODBC 라이브러리 등록 

Step7)  라이브러리 생성정보 확인 

    생성정보 확인후  [마침] 

Step8)  라이브러리 등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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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ODBC – 5) 테이블 등록 (13/15) 4. 라이브러리 등록 

SMC에서 ODBC 라이브러리에 테이블 등록 

Step1) sql_lib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테이블 등록 클릭 

Step2)  라이브러리 설정 

    Default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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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ODBC – 5) 테이블 등록 (14/15) 4. 라이브러리 등록 

SMC에서 ODBC 라이브러리에 테이블 등록 

Step3)  SASApp 사용자 인증 

    인증 가능한 SAS 계정 입력후 [확인] 

 

[recommend]  테이블 등록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계정 

(SMC에 사용자관리자에 등록된 사용자)으로 등록할 경우 

해당 로그온 –SASApp에 대해서 묻지 않음.  

Step5)  등록할 테이블 선택 

    테이블 선택 후 [다음] 

Step4)  MSSQLServer 인증 

    인증 가능한 MSSQL 계정 입력후 [확인] 

*) DBMS 개체 이름에서 특수문자 사용을 허용할 경우 

    항목을 체크해 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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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ODBC – 5) 테이블 등록 (15/15) 4. 라이브러리 등록 

SMC에서 ODBC 라이브러리에 테이블 등록 

Step6)  메타데이터 생성 확인 

    데이터 생성 확인 후 [마침] 

Step7)  테이블 등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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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라이브러리 사전할당 4. 라이브러리 등록 

Method1 )  

SAS Config 디렉토리의  APP 폴더의 appserver_autoexec_usermods.sas 에 사용할 라이브러리 정의 

ex)  C:\SASConfig…Directory\Lev1\SASApp\appserver_autoexec.usermod.sas  

 

또는 

 

Method1) 

SMC에서 라이브러리 선택 후  속성정보 >> 옵션 tab에서  >> 고급옵션을 통해 사전할당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