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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 Analytics Pro는 어떤 솔루션인가? 
SAS Analytics Pro는 사용자가 거의 모든 데이터 소스에 액세스하고 분석하여 중요한 이슈를 빠르
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각 자료로 변환하는 여러 가지 검증된 툴을 
제공합니다. 

SAS® Analytics Pro가 중요한 이유는? 
SAS Analytics Pro는 Base SAS, SAS Studio, SAS/STAT®, SAS/GRAPH® 등 SAS의 가장 인기 있는 제
품과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데이터 탐색, 통계 분석, 리포트 생성 및 제공 기능을 모두 하나의 패
키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SAS® Analytics Pro는 누구를 위한 솔루션인가?  
데이터를 탐색 및 조사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여 분석 결과에 대한 인사이트를 다양한 
형식으로 배포해야 하는 분석가와 통계 전문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갈수록 방대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대다수 통계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더 이상 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더 고
급 통계 분석과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검증 및 문서화가 가능한 분석 솔루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SAS® Analytics Pro는 Base SAS, SAS/STAT®, SAS Studio 및 SAS/GRAPH®를 설치가 간편한 하나의 데스크탑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하므로 하나의 분석
을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1

SAS Analytics Pro는 사용자가 데이터 읽기 및 변환, 정보 저장 및 조회, 통계 분석, 리포트 생성 및 시각화 등 가장 일반적인 데이터 질문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강력한 매크로 기능(Macro Facility)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유지 보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
다.

SAS Analytics Pro는 데스크탑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툴 및 방법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주요 특징
• 단일 업체에서 제공하는 분석, 리포트 생성 및 이해하기 쉬운 시각화 기능 데이터 분석을 위해 여러 업체로부터 구입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합 포트폴리오를 통해 라이선스, 유지보수, 교육 및 기술 지원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기업 전체에 걸쳐 일관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혁신적인 통계 기법 SAS의 통계 기법은 최첨단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현재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데이터 분석과 관련하여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40년 넘게 쌓아온 경험을 가진 SAS가 제공하는 정확한 해답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 SAS의 기술 지원 및 사용자 커뮤니티 질문에 빠르게 답을 구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SAS 기술 지원팀은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와는 차원
이 다른 서비스 및 지식을 제공하는 경험이 풍부한 통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에 있는 사용자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best 
practice 및 경험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간편해진 그래픽 및 리포트 생성 의사결정자가 중요한 문제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 그래프, 맵, 차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e-book 또는 RTF, PDF, Microsoft PowerPoint, HTML과 같은 표준 오피스 형식으로 다양한 기기에서 볼 수 있는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
과에 대한 리포트 및 시각화 자료를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SAS® Analytics Pro
정보에 대한 엑세스, 처리, 분석을 위한  
PC 기반의 데이터 분석 및 리포트 생성용 패키지 

1 서버 기반 프로세싱의 경우 중앙화된 관리를 위해 SAS Office Analytics가 권장됩니다.



주요 기능
SAS Analytics Pro는 데이터 분석 및 그래픽 툴을 단일 통합 패키지로 제
공합니다. 

직관적인 4세대 프로그래밍 언어 
SAS Analytics Pro는 유연하고 확장성이 뛰어나며 쉽게 배울 수 있는 구문
을 사용하는 4세대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SAS Analytics Pro는 데이터 추
출, 포맷팅, 정리에서부터 데이터 분석, 리포트 생성 및 정보 저장에 이르기
까지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수많은 언어 요소 및 기능을 포함합니다. 사
용자는 SAS 또는 Python 중 더 익숙한 언어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Python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Pipefitter 패키지는 GitHub에서 무료로 다
운로드할 수 있습니다.(https://github.com/sassoftware/python-pipefitter)

방대한 통합 프로시저 라이브러리 
미리 준비된 SAS 프로시저를 통해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정보 저장 및 조
회, 통계 분석, 리포트 생성 등 다양한 기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시저들은 몇 가지 간단한 명령어만으로 실행 가능한 중요한 기능들을 
압축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SAS® macro facility 
SAS 언어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SAS Macro Facility를 통해 일반적인 
작업에 필요한 코딩량을 줄여 SAS 프로그램의 확장 및 사용자 정의를 수
행할 수 있습니다. Macro Facility를 통해 크고 작은 양의 텍스트를 이름을 
가진 유닛으로 압축하여 긴 텍스트가 아닌 이름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개발 담당자는 재사용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작업을 모듈
화할 수 있습니다. 

SAS Analytics Pro는 데이터 분석, 그래픽 및 리포트 툴을 단일 통합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또한 내장 매핑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github.com/sassoftware/python-pipefitter


• 거의 모든 종류의 파일로부터 거의 모든 형식의 데이터 읽기 가능 
• 안정적인 매크로 언어를 통해 일반 작업에 대한 코딩 감소 
• 인터랙티브 모드 또는 배치(Batch) 모드 
• 브라우저 기반 SAS 개발 환경인 SAS Studio 
• 지정된 작업 및 배치(Batch) 분석을 위해 Windows 데스크탑 버전에 
포함된 SAS® Enterprise Guide® 

• GitHub에서 Python용 SAS Pipefitter 패키지를 다운로드 하여 
Python으로 코딩 가능 

강력한 SAS® Analytics 
SAS Analytics Pro는 매우 다양한 통계 분석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를 사
용하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개발 및 수익 창출을 이끌고 고객을 유지하
고 만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SAS 또는 Python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워크플로우 인터페이
스의 일부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분석 및 데이터 처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이고 정확한 해답을 제공하는 옵션이 포함된 100여 가지의 
통계 프로시저에 액세스 가능 데이터 분석 방법: 

•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 베이지안 분석(Bayesian Analysis) 
• 범주 데이터 분석(Categorical Data Analysis) 
• 클러스터 분석(Cluster Analysis) 
• 판별 분석(Discriminant Analysis) 
• 정확법(Exact Methods) 
• 그룹 순차 설계 및 분석(Group Sequential Design and Analysis) 
• 시장 조사(Market Research) 
• 혼합 모델(Mixed Models) 
• 멀티 대체법(Multiple Imputation) 
•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 
• 비모수적 분석(Nonparametric Analysis) 
• 사후 적합 추론(Post-fitting Inference) 
• 검정력 및 표본 크기(Power and Sample Size) 
• 심리 분석(Psychometric Analysis) 
• 회귀(Regression) 
• 공간 분석(Spatial Analysis) 
• 구조 방정식(Structural Equations) 
• 조사 샘플링 및 분석 
• 생존 분석(Survival Analysis) 
• 통계 그래픽 
• 시각적 분석 탐색을 위한 드릴-다운(Drill-Down) 기능 추가 가능 
• 데이터 분석 방법의 전체 목록은 SAS/STAT 문서를 통해 확인 가능

의미 있는 시각화 
SAS Analytics Pro를 통해 기업의 모든 사용자가 광범위한 비즈니스 맵, 
차트, 플롯, 3D 관계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아이디어와 결과물
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프리즘, 등치지역도, 블록 및 표면도를 다양한 컬
러로 작성할 수 있고, 그래픽 처리도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
한 맵 데이터 세트가 포함되어 있고 메일링 주소와 IP 주소의 지오코딩
(Geocode) 기능도 제공됩니다. 또한 폴리곤에 대해 점 데이터를 분석하
여 각 점이 어느 폴리곤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제시 및 제공 
시각적 요소를 생성 및 사용자에 맞게 정의하여 손쉽게 카탈로그에 저장
하고 필요할 때마다 조회하거나 다른 그래픽 및 정보와 결합할 수 있습니
다. 비정형 디자인을 포함한 정적 시작 자료 및 인터랙티브 시각 자료를 
작성하여 다양한 기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용량 그래픽의 배
치(Batch) 프로세싱도 지원합니다. 결과물은 인쇄된 리포트, 이메일, 웹을 
통해 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임베딩(Embedding)하여 기업 전체와 공
유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미국 주 및 군(county)) 내장 지도 데이터 세트 
• 메일링 주소 및 IP 주소의 지오코딩(Geocode) 기능 
• 데이터 폴리곤에 대한 점 데이터 분석 기능을 통해 점 위치 확인 
• 산점, 선, 면적, 거품, 멀티 축, 오버레이, 바, 파이, 도넛, 별, 블록, 
기울이기 및 회전이 가능한 2D 및 3D 그림을 포함한 다양한 차트와 
그림 

• 사용자 정의 색, 선 및 기호 
• 차트의 알파 투명도 
• 더 부드러운 그림 선을 위한 안티 에일리어싱(Anti-aliased) 처리된 
선 

• 드릴-다운(Drill-Down) 기능을 제공하는 정적 또는 동적 
인터랙티브(Java 또는 ActiveX) 차트 및 그래프 생성 

• 그래프를 웹 페이지에 연결 
• 인터랙티브 그래픽을 웹 페이지 또는 Microsoft Office 문서에 
임베딩(Embedding) 

• 사실상 모든 일반적인 프린터 및 출력장치 지원 
• 그래프를 테이블에 통합하고 모든 출력을 동일한 HTML 파일에 
표시 가능 

SAS® Output Delivery System (ODS) 
Base SAS에 포함된 ODS는 다양한 아웃풋 포맷 및 대상을 제공할 뿐
만 아니라 분석 결과 리포팅 및 표시와 관련해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ODS가 제공하는 다양한 옵션으로 아웃풋을 사용자 지정하는 동시에 해
당 포맷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아웃풋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머
는 정확하면서도 시각적으로 우수한 리포트를 더 간단한 프로그래밍으
로 더 빠르게 생성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http://support.sas.com/rnd/app/sta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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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sas.com/korea/analyticspr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석이 임베딩(Embedding)된 3D 그래픽 등 다양한 차트와 그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http://sas.com/korea/analytics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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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 Enterprise Guide는 어떤 솔루션인가? 
SAS Enterprise Guide는 사용자가 간편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게시할 수 있는 포인트-앤-
클릭(Point-and-Click) 방식의 메뉴 및 마법사 기반 툴입니다. SAS Enterprise Guide는 신속한 데이
터 조사를 위한 빠른 추적 학습 기능을 제공하고, 코드를 생성하여 생산성을 높이며 분석 및 예측 
배포를 가속화합니다. 

SAS® Enterprise Guide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SAS 솔루션을 토대로 완성된 SAS Enterprise Guide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
니다. 코드 작성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경영진이 요청할 경우 즉시 실행 가
능하고 또한 Microsoft Excel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저장된 프로세스로 신속하게 결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SAS® Enterprise Guide는 누구를 위한 솔루션인가? 
워크플로우 환경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SAS Enterprise Guide는 통계 전문가와 프로그래머 및 분석
가를 비롯해 SAS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용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분석가는 경영진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표준화된 리포트에서부터 고급 분석 결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사항을 제시 및 공유할 수 있
는 간단한 메커니즘을 필요로 합니다. 대다수의 분석가들이 경험이 풍부한 프로그래머가 아닌 이상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데이
터 및 분석 기능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뛰어난 성능의 Windows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인 SAS Enterprise Guide는 이러한 모든 니즈를 충족합니다. SAS Enterprise Guide는 SAS의 기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앤-클릭(Point-and-Click)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인터랙티브 서비스 대화 상자는 사용자에게 모든 유형의 분
석 및 리포팅 작업 방식을 안내합니다. 또한, 결과를 기타 Windows 및 서버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통해 SAS 및 외부 데이터에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진은 익숙한 환경에서 SA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AS Enterprise Guide로 생성된 리포트는 기업 내 지정된 사용자 그룹
에 주기적으로 배포가 가능하며 의사결정자에게 최신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주요 특징
• 워크플로우 기반 프로젝트에 대한 셀프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 분석가와 통계 전문가를 IT 업무로부터 해방 SAS Enterprise Guide는 효율적이고 편
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광범위한 분석 기능을 SAS에 통합합니다. 비즈니스 분석가가 직접 분석을 작성하고 리포트를 배포할 수 있으므로 IT 
부서는 타부서의 작업 요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 일원화된 IT 관리형 규칙 기반 보안 기업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는 일원화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적절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 받아 데이
터 배포를 관리하고 개인이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 분석가와 프로그래머 및 통계 전문가가 기업 데이터 소스에 쉽게 액세스 SAS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통해 사용자는 분석 데이터에 신속하게 
액세스하여 프로젝트 일정을 수립하고 결과를 공유하며 SAS의 고급 분석 및 데이터 관리 등의 기능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아웃풋을 내부에 저장
할 수 있습니다.

• 변화하는 니즈에 따라 조정 가능한 유연한 배포 메커니즘을 통해 비전문 사용자들도 리포트 생성 및 분석 기능을 이용 사용자 지정 작업의 개발 및 
배포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제품의 핵심 기능을 확장하여 분산된 사용자 정의 마법사를 간단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Office 및 웹 사용자
를 대상으로 동적인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게시하는 기능을 통해 검증된 퍼블리싱 프레임워크에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AS® Enterprise Guide®

SAS® Analytics의 우수한 성능 및 간편한 포인트-앤-클릭(Point-and-Click) 방식의 
윈도우 인터페이스를 통한 리포팅



주요 기능
SAS Enterprise Guide는 강력한 Windows.NET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입니다. 사용이 간편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통해 필요한 모든 기능과 가
이드를 이용하여 SAS 소프트웨어의 강력한 분석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비즈니스 분석가와 프로그래머 및 통계 전문가는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에서 SAS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신속한 액세스 및 
처리, 기본 리포트 생성, 다양한 분석 구축을 통해 결과를 대상에게 손쉽
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를 기반으로 한 분석 및 리포팅 
SAS Enterprise Guide의 그래픽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
자는 SAS 데이터 통합, 준비, 분석 및 리포트 생성 기능에 손쉽게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 기능을 통해 프로젝
트를 시각적으로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SAS Enterprise Guide는 예측, 상관 관계 및 예측 모델을 비롯해 즉시 사
용 가능한 다양한 분석 작업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이렇게 도출된 분석 
결과를 의사결정자와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으며, 100가지 이상의 사전
에 구축된 작업을 통해 특정 기능을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SAS Enterprise Guide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나 SAS 프로그래밍에 익숙
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 사용자가 워크플로우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 
SAS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급 사용자의 경우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SAS Enterprise Guide에 포함
된 작업에서 새로운 작업을 구축하여 이를 일반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습
니다. 또한, 단계별 지침을 제공하여 복잡한 비즈니스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웹 또는 Microsoft Office 제품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사
용자 정의 작업을 통해 SAS Enterprise Guide의 핵심 기능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리포팅, 그래픽 및 분석 작업 
• 기술적 리포트 및 분석: 기본 리스트 생성, 요약 통계 테이블, One-

Way Frequency 테이블, 상관관계 테이블 및 그래프, 테이블 또는 
그래픽 기반 분포 분석

• 그래프: 면적 차트, 바 차트, 상자 그림, 거품 그림, 도넛 차트, 선 
그림, 맵, 파이 차트, 레이더 차트, 산점도, 표면도 및 등고선

• 분산 분석(ANOVA) 예측 모델: T-test, One-Way ANOVA, 비모수 
One-Way ANOVA, 선형 모델 및 혼합 선형 모델

• 회귀 모델: 선형, 로지스틱, 비선형, 일반화된 선형 모델 
• 다변량 관계 모델: 군집 분석, 요인 분석, 주성분, 정준 상관 및 판별 
함수 분석 

• 생존 분석: 생명표 및 비례 위험 
• 역량 분석: CDF 그림, 히스토그램, P-P 그림, 확률 그림 및 Q-Q 그림 
• 관리 차트: 평균 및 범위, 평균 및 표준 편차, 개별 측정, 상자, p, np, 

u, c 차트 
• 파레토 차트 

• 예측: 데이터 변환, 기본 예측, ARIMA 모델링 및 예측, 회귀 분석 및 
자동회귀 오류, 패널 데이터 회귀 분석 

• 테이블 분석 
• 운영 분석: 수치 최적화, 대수 모델링 언어, 프로젝트 및 리소스 
스케줄링, 유전적 알고리즘 및 제약 조건 프로그래밍 

• SAS Rapid Predictive Modeler와의 통합을 통해 비즈니스 분석가와 
분야별 전문가가 예측 모델을 빠르게 생성, 데이터 준비 작업 
워크플로우에 따라 업무를 진행 

그래픽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 리포트 생성에서부터 복잡한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SAS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는 직관적이고 유연한 마법사

• 메모, 경고 및 오류를 포함한 프로세싱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로그 생성

• 결과를 HTML, RTF, PDF, SAS 리포트 및 텍스트 포맷으로 전달. 
대부분의 결과를 SAS 데이터 세트로 출력하여 다른 작업과 함께 
상세한 분석을 수행. SAS 리포트 포맷은 Microsoft Office용 SAS 
Add-In과 공유

• 그래프를 ActiveX(동적 또는 정적 이미지), Java Applets(동적 또는 
정적 이미지), GIF 또는 JPEG로 생성. ActiveX와 Java Applets의 
경우 서버에 재요청할 필요 없이 그래프를 직접 사용 

• 프로젝트를 시각화하여 구성 및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직관적인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 기능 

• 사용자 정의 작업으로 해결 가능한 비즈니스 문제의 범위를 손쉽게 
확장 

• Data Explorer 툴을 이용하여 사용자 정의 데이터 뷰를 생성, SAS 
데이터 세트 내 각 열에 대한 기본 차트 및 통계를 신속히 계산, 
데이터 탐색 뷰를 프로젝트에 추가 

데이터 액세스 및 관리 
SAS Enterprise Guide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SAS가 지원하는 모든 데이터 
유형과 기본 Windows 데이터 유형에 시각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그래픽 기반 쿼리 빌더를 통해 사용자는 IT 전문가의 지원 
없이도 테이블 생성, 업데이트, 차이비교 및 결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AS Enterprise Guide 사용자는 SQL 코드를 단 한 줄도 작성할 필요 없
이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생성되
는 쿼리를 확인하여 쿼리 구문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가이드 기
반 작업을 통해 정보를 구성하고 거의 모든 기업 데이터 소스를 전치, 랭
킹 작성, 정규화 및 차이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 SAS가 지원하는 모든 데이터 유형에 시각적으로 액세스. 액세스 
가능 로컬 파일 유형: Microsoft Word 문서(손쉬운 프로젝트 작업 
문서화를 위한 프로젝트 파일 임베딩(Embedding) 기능 지원), 
Excel, HTML, Access, TXT 파일(고정 폭), TAB 단락 파일 및 CSV 
파일(쉼표로 구분) 

• 다른 SAS 제품 또는 JMP®에서 사용하기 위한 손쉬운 (로컬 및 
원격) 데이터 액세스 지원



• SQL에 대한 전문성 없이도 데이터에 액세스 및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강력한 그래픽 기반 쿼리 빌더 
 ◦ 쿼리 템플릿을 이용한 재사용 설정 저장 
 ◦ 하위 쿼리를 사용하여 하나의 쿼리로부터 얻은 결과를 다른 
쿼리에 입력 가능 

 ◦ 그래픽 또는 프로그래밍 기반으로 데이터 서브세트를 수행하여 
결과를 관리 가능한 크기로 줄이고 필요한 데이터를 식별 

 ◦ 데이터를 매개 변수로 변환하여 인터랙티브한 방식으로 정보를 
필터링 

 ◦ Select & Sort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보를 보기 쉽게 구성. 기존 
변수를 포맷팅하고 새로운 계산된 변수를 생성 

 ◦ SAS 기능을 사용하여 계산된 변수를 시각적으로 표현 
 ◦ 생성된 쿼리 코드를 미리보기하고 쿼리 구문의 유효성을 
확인하거나 코드를 복사하여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재사용 
가능 

• 자동완성 및 통합 구문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에디터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 

• 길고 좁은 데이터에서부터 짧고 넓은 데이터까지 다양한 데이터 
치환 수행 

• 절대값, 백분위, 십분위, 사분위, 분수, 정규 및 Savage 등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 순위 지정 

• 다양한 기본 및 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 서브세트 수행

사용자는 프로세스 플로우 기능을 통해 프로젝트를 시각적으로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움말 팝업창과 자동완성 기능을 통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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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sas.com/korea/enterpriseguid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배포 및 공유 
결과 배포 및 공유는 IT 부서에서 일원적으로 처리됩니다. 일정 간격
으로 신규 리포트를 받아야 하는 사용자의 경우, Microsoft Windows 
Scheduler에 통합된 SAS Enterprise Guide를 통해 정기적인 리포트 생성
을 위한 코드를 설정 및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실행을 계획하고 그 결
과를 공유 리포트 폴더 및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여러 채널에 게시할 수 
있으므로 기업 부서 전반에 정보 전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
다.

• SAS BI 리포트/콘텐츠 리포지토리, SAS Stored Process Server, 
프린터, Microsoft Office 문서 및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에 결과를 
게시 

• 결과를 SAS Stored Processes의 형태로 공유하여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 

• 결과를 Adobe Acrobat, Microsoft Excel, Access, Outlook, Word, 
SharePoint 등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내보내기 가능

• 기본 Windows 스케줄러를 이용하여 분석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 SAS Grid Manager를 통한 배포를 통해 동적 로드 밸런싱, 리소스 
할당 및 작업 우선순위 설정 기능을 이용한 컴퓨팅 그리드의 
자동화된 관리 

• MSI 기반 인스톨러 또는 애플리케이션 스트리밍을 통한 배포 
• 보다 효율적인 프로세싱을 위해 그리드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자동으로 감지 

• 프로세스 플로우 브랜치를 여러 그리드 노드에서 동시에 
실행되도록 구성 

• SAS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리드 환경에서 코드 성능을 최적화 
• 동일한 서버에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실행 가능
• SAS 그리드 환경에서 작업을 프로젝트 또는 개별 작업 단위로 실행

http://sas.com/korea/enterprise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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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Tool : SAS® Enterprise Guide )

CC Team, 2020

so-yeon.kim@s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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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It provides fast-track learning for quick data analysis, 

generates code for productivity and speeds your ability 

to deploy analyses and forecasts in re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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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SAS® Enterprise Guide 소개

• 데이터 조회 및 리포트 작성

• 데이터 핸들링 및 고급 작업 질의

• 그래프 생성



Company Conf ident ia l  – For Internal  Use Only
Copyright  ©  SAS Inst itute  Inc.  A l l  r ights reserved.

SAS® Enterprise Guide 소개
What is SAS® Enterpris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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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telligence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며, 
경영상의 다양한 위협이나 위험을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

Business UsersITBusiness Users

Requirement 
Analysis

Data Access
Data 

Transformation

Analytical 
Process using 

Excel

Create/Publish the 
Results

IT

BIZ

IT

BIZ

Requirement Data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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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ss army knife 데이터 생성, 가공에서 고급 분석 및 결과 배포에 이르기까지, 
분석에 필요한 End-to-End Task를 하나의 툴에서 Wizard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SAS만의 강력한 분석도구

✓ 데이터 추출

✓ 데이터 가공

✓ OLAP 분석

✓ 비정형 리포트

✓ SAS 코딩

✓ 결과 전사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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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DBMS 및 다양한 FILE의
형태로 기업 내부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다양한
원천데이터에 손쉽게 접근

직관성

데이터 접근 및 가공, 분석
및 리포팅 등 분석의 전
과정이 시각적인 프로세스
플로우의 형태 처리가능

시각성

다양한 유형의 리포트와
그래프, 데쉬보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손쉽게
정리

Advantage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접근과 가공, 분석, 리포팅 및 결과 배포, 
데이터 생성 및 분석에 필요한 작업을 모든 사용자 계층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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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SAS ®ENTERPRISE GUIDE 활용에 적합한 사용자 유형

리포트 작성 업무를

주로 하는 분

Programming 

방식으로 통계분석을

하는 분

UI 방식으로 쉽게

Data Handling을

하고 싶은 분

처음으로 분석업무를

시작하는 분



Company Conf ident ia l  – For Internal  Use Only
Copyright  ©  SAS Inst itute  Inc.  A l l  r ights reserved.

SAS® Enterprise Guide 소개
Why is SAS® Enterpris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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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우로 표현된 작업들이 자동으로 SAS 의 코드로 변환 되어 실행

• 작업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 마지막 코드보기 :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를 볼 수 있음, 

copy 하여 프로그램 작업에 사용

1. 자동 SAS 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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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의 변경 없이 프롬프트 값을 변경해 가며, 결과를 시뮬레이션

•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약어로 등록

✓ 자주 쓰는 코드는 snippet으로 등록.

✓ 프로그래밍 작업 시 약어 입력 후 엔터를 치면, 저장해둔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

✓ 프롬프트 기능을 이용하여, 매크로 변수를 변경하면서

결과를 시뮬레이션.

[ 프롬프트에 따른 시뮬레이션 기능 ] [ SNIPPET 기능]

2. PROGRAMING의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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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의 변경 없이 프롬프트 값을 변경해 가며, 결과를 시뮬레이션

• 반복적 업무는 작업 스케줄링 기능을 이용하여 자동화

✓ 분석 리포트를 HTML, SAS 리포트, 엑셀 등으로 변환 하여, 

전자우편에 첨부로 전송.

✓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자료들을 import 하여, 

기초 가공을 하는 등의 루틴 한 업무는 자동화

: 작업 시간을 효율화.

[ E-MAIL 전송 ] [ 작업 스케줄링 ]

3. 업무의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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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더에서 비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다수의 코드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관리

✓ 여러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할 경우, Enterprise Guide 의 플로우에 차례로 배치시키면, 관리가 용이.

✓ 프로그램 별 실행도 가능하고, 순차적인 수행도 가능.

4. 효율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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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 원, 도넛, 타일, 지도 그래프 등 다양한 그래프를 WIZARD 방식으로 지원

5.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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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통계량과 도표 및 특정분포와의 적합도 등의 통계분석 WIZARD 방식으로 지원

6.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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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 Add-in for Microsoft Office

✓ 사용자에게 가장 친근한 환경에서 손쉽게 Reporting과 분석기능 활용

✓ Excel로 처리할 수 없는 수 천만 건 이상의 대용량 데이터를 Excel에서 열어서 내용을 파악하고 다양한 분석을 수행

✓ SAS에서 제공하는 주요 분석 기능을 메뉴화

✓ 사용자는 별도 프로그래밍 없이 손쉽게 분석 수행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대용량 DATA 분석

SAS 의 강력한 분석기능

1

2

3

7.  A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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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조회 및 리포트 작성
데이터 핸들링 및 고급 작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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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란? 

작업이란?

작업(TASK)이란, 

데이터 관리 및 분석에서 리포트
생성에 이르기까지, 분석에 필요한
대부분의 단위 기능들을 마우스를
활용한 GUI 환경의 작업 대화 창에서
수행 할 수 있도록 정의해 놓은 것

SAS® Enterprise Guide 를 통해 작업한 데이터 접근/데이터 조작 및 분석 에 대한 내용은
프로세스 플로우 형태로 기록되며,

이러한 분석의 과정은 egp라는 확장자를 갖는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됩니다. 

해당 프로젝트 파일은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거나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소스, SAS프로그램 및 로그, 작업 및 질의 결과물 등에 대해 모두 모아놓은 하나의
파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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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Guide 시작하기

1. 프로젝트 생성

2. 프로젝트에 데이터 추가

3. 데이터에 대한 작업 실행

추가적으로

4.   결과물의 형식 변경, 업데이터, 공유

5. 프로세스의 자동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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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트리
작업 공간

리소스

작업 상태

Menu Bar

Tool Bar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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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시스템경로에별칭을부여한것으로 SAS 파일의저장장소

라이브러리

테이블 1 테이블 2 테이블 3

테이블

형식 : 숫자형 , 문자형, 날짜형

리소스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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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접근 가공 통계분석 리포트 공유

* DATA 분석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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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특성화

• Data : SASHELP.PRDSALE
• 작업 -> 기술 -> 데이터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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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_DEMO_1.txt 의 엑셀파일과 EG_DEMO_2.xlxs로 저장된 EG 통신이라는

가상의 통신사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COLUMN TYPE

고객번호 문자

불만정보 문자

불만건수 숫자

서비스신청경과일수 숫자

평균연체일수 숫자

서비스 신청 고객정보

COLUMN TYPE

고객번호 문자

고객나이 숫자

청구금액 숫자

예상청구금액 숫자

청구년월일 문자

고객등급 문자

기기사용기간 숫자

이탈여부 숫자

평균통화시간 숫자

전월 대비 통화량 증감비율 숫자

▪ 각 데이터는 4,630명의 고객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Text 파일

Excel 파일

* 사용 DATA



Company Conf ident ia l  – For Internal  Use Only
Copyright  ©  SAS Inst itute  Inc.  A l l  r ights reserved.

1. 라이브러리생성 –메뉴사용

’ 라이브러리＇우클릭하여 ‘새로운라이브러리＇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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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이브러리생성 –프로그래밍 사용

라이브러리생성하는프로그램이자동으로생성되었고,
프로그램을수정후 ‘실행＇하여라이브러리생성가능.

x를클릭하여프로세스플로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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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PORT DATA _ TXT 데이터

‘찾아보기’를클릭하여 영구라이브러리로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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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ㅊ

데이터 지정 필드 속성 정의

▪ 엑셀(xlsx, xls, csv), txt 등 여러 파일의 형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찾아보기] 탭을 클릭하여 원하는 위치와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구분자 필드에서 txt 파일에서 data가 나누어진

형태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Click으로 칼럼의 속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 문자 → 숫자, 숫자 → 문자 등

2. IMPORT DATA _ TXT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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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PORT DATA _ TXT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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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PORT DATA _ TXT 데이터

x를클릭하여프로세스플로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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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PORT DATA _ EXCEL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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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PORT DATA _ EXCEL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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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ㅊ

데이터 지정 필드 속성 정의

▪ 엑셀(xlsx, xls, csv), txt 등 여러 파일의 형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찾아보기] 탭을 클릭하여 원하는 위치와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Click으로 칼럼의 속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 문자 → 숫자, 숫자 → 문자 등

2. IMPORT DATA _ EX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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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프로세스플로우 (단축키 :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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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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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테이블을 결합합니다.

3. JOIN

우클릭하여 ‘질의빌더‘클릭

‘테이블추가’ 클릭하여
조인할테이블추가함

변수명이같은경우 default로
조인됨.

2개테이블
조인을위해
‘테이블조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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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테이블을 결합합니다.

3. JOIN

‘조인삭제’

‘속성’ 클릭

조인속성과조인유형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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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테이블을 결합합니다.

3. JOIN

‘변경’을클릭하여
저장위치지정

테이블에서보고자
하는칼럼을선택하여
[데이터선택]탭으로
D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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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에서 칼럼의 값에 따라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행만 검색

▪ 필터에 한 개의 칼럼만

사용하거나 여러 칼럼을

사용하여 여러 비교 표현식을

작성

데이터 필터링

다른 칼럼이나 값으로부터 계산된

질의에 새로운 칼럼을 삽입

(요약된 칼럼, 재코딩된 칼럼, 

고급 표현식, 기존 계산된 칼럼)

새로운 계산 칼럼

질의 빌더를 불러오기 전에

테이블을 선택하거나, 질의

빌더에서 질의에 테이블을

추가할 수 있음

테이블 조인

▪ 코드 - 질의 빌더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된 SQL  

코드를 표시

▪ 결과 - 질의 결과를 표시

▪ 로그 - 결과를 새로 고친 후에

로그가 업데이트

미리 보기

질의에서 프롬프트는

필터나 재코딩된 칼럼에

대한 조건부 표현식에

비교값으로 사용

프롬프트 관리자

작업 -> 데이터 -> 질의빌더

* 질의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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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in 예시

Inner join Left join

Right join Full 
outer join

이름 생년월일

AAA 1979년 5월 10일

BBB 1974년 8월 25일

CCC 1993년 5월 16일

이름 키 몸무게

AAA 165cm 47kg

DDD 175cm 65kg

CCC 162cm 44kg

이름 생년월일 키 몸무게

AAA 1979년 5월 10일 165cm 47kg

CCC 1993년 5월 16일 162cm 44kg

이름 생년월일 키 몸무게

AAA 1979년 5월 10일 165cm 47kg

BBB 1974년 8월 25일

CCC 1993년 5월 16일 162cm 44kg

이름 생년월일 키 몸무게

AAA 1979년 5월 10일 165cm 47kg

DDD 175cm 65kg

CCC 1993년 5월 16일 162cm 44kg

이름 생년월일 키 몸무게

AAA 1979년 5월 10일 165cm 47kg

BBB 1974년 8월 25일

CCC 1993년 5월 16일 162cm 44kg

DDD 175cm 65kg

하나의 테이블을 다른 테이블(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data-set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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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칼럼계산

출력형식을 변경하여, 
자릿수 표기를 변경해 봅니다. 
BEST2. -> BEST5. 

데이터 선택 : 

고객등급

청구금액 -> 요약 : AVG 

불만건수 -> 요약 :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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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칼럼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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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칼럼추가_1

추가하고자하는칼럼을 [데이터선택] 탭에 Drag 한후
‘새로운계산칼럼추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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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칼럼추가_1

t1.'예상청구금액'n-t1.'청구금액'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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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칼럼추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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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칼럼추가_2

SUBSTR(t1.'청구년월일'n,1,6)

수학 연산자, 함수, 칼럼, 상수 값 등을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표현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상수 값은 숫자(예: 10 또는 3.14) 또는 문자열(예: 'NC' 

또는 'Sales Numbers')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창 위쪽의 표현식 상자에 입력하거나 표현식

편집기를 사용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산 컬럼 추가 -> 고급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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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칼럼추가_3

CASE WHEN t1.'불만건수'n>0 THEN 'Y'

ELSE 'N' END 

수학 연산자, 함수, 칼럼, 상수 값 등을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표현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상수 값은 숫자(예: 10 또는 3.14) 또는 문자열(예: 'NC' 

또는 'Sales Numbers')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창 위쪽의 표현식 상자에 입력하거나 표현식

편집기를 사용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산 컬럼 추가 -> 고급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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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칼럼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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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칼럼추가

새로운칼럼이테이블에추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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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터조건

데이터 필터 -> 새로운 필터

필터를 적용하고 싶은 컬럼을 선택합니다.

예시 ) 나이

연산자 에서 적용하고 싶은 필터 조건을 설정하고, 

값 부분에도 조건을 입력합니다.

예시 ) 연산자 : Greater Than 

값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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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변수들의 요약 통계량을 산출해 봅시다.

7. 요약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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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변수들의 요약 통계량을 산출해 봅시다.

7. 요약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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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변수들의 요약 통계량을 산출해 봅시다.

7. 요약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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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 Drag

분석변수 : 
통계량 계산에 사용될 숫자 변수입니다. 한 개
이상의 변수를 지정해야 합니다.

분류변수 : 
입력 데이터를 범주로 나누는 데 사용되는 문자
변수 또는 이산형 숫자 변수입니다. 
분류변수들의 유일한 조합에 대해 선택된 모든
분석변수에 대한 통계량이 계산됩니다. 

페이지 : 
페이지 변수의 각 개별 값 에 대해 별도의
요약테이블이 생성됩니다. 

상대 가중값 변수 : 
숫자 변수 값이 분석변수 값의 가중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빈도변수 :  
테이블의 각 관측치가 n개의 관측치를 나타내게
되며, 여기서 n은 해당 행의 빈도 변수값입니다. 

특정 그룹별 변수들의 요약 테이블을 만들어 봅시다.

8. 요약테이블

기술 -> 요약테이블

분석변수 : 나이, 청구금액, 불만건수, 평균통화시간

분류변수 : 불만여부, 고객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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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변수들의 요약 테이블을 생성해 봅시다.

8. 요약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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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그룹별 변수들의 요약 테이블을 생성해 봅시다.

8. 요약테이블

사용 가능한 통계량을 활용하여,  

원하는 통계량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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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등급인 고객만 추출해 봅니다. 9. PROMT

프롬프트관리자

+ 를클릭하여
프롬프트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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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등급인 고객만 추출해 봅니다. 9. PROMT

• 프롬프트 이름 설정
• 표시되는 텍스트와 다른 User의

편의를 위한 설명 첨부 가능

• 프롬프트 유형(숫자, 텍스트, 
날짜 등 선택)

• 단일값 또는 리스트 내에서의 값
선택 모두 가능

•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한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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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등급인 고객만 추출해 봅니다. 

•값 가져오기

a) 정적 리스트에서 값 선택

b) 데이터 소스 내에 존재하는 칼럼을

사용하여 선택이 가능함.

c) 서식화되지 않은 값에는 코드를

서식화된 값에는 코드에 대한 해석을

설정하여 프롬프트 사용시 편의 제공

d) 출력형식에 대한 선택 가능

9. PROMT

‘Grade’라는프롬프트생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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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등급인 고객만 추출해 봅니다. 
9. PROMT

▪ 파생변수 생성 질의에서 필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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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등급인 고객만 추출해 봅니다. 
9. PRO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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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등급인 고객만 추출해 봅니다. 
9. PRO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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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래프

막대선 그래프를 통해 특정 변수에 대한 현황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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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래프

상자 도표 그래프를 통해 특정 변수에 대한 분포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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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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