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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lab statistics the statistical package SAS is usually used in PC 
environment. But most Universities in Korea have bought 'Academic 
Initiative Package chair licence', which allows to install SAS to student 
lab PCs only. Most students are hardly able to afford to purchase a 
licence for use of SAS in their PCs at home or other places than school. 
It would be very convenient to have a web-based SAS system, physically 
located inside a campus, which university students can use through 
internet. In this paper we report the web-based SAS system implemented 
for the lab purpose of Yeungnam University using SAS/Intrnet  module. 
We overcome some Server-Client environmental difficulties not allowing 
use of the SAS command 'infile' by implementing modules with PHP 
language. In the system, users can see and execute some basic SAS 
sample codes by clicking buttons, which makes students feel comfy in 
SAS prog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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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SAS는 통계처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주된 패키지 중의 하나이다. 은행 등의 많은 

기업에서 업무용으로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교에서 교양통계학이나 통계처리가 필요

한 전공과목, 예컨대, 다변량통계분석이나 마켓팅전략 등과 과목에서 자료처리 실습용

으로, 혹은 연구 자료의 처리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 대학교에서는 대부분 

개인용 컴퓨터 즉,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를 기반으로 하는 PC에서 작동되는 

SAS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 대학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SPSS, S-LINK, MINITAB 등의 PC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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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와 마찬가지로 PC용 SAS(이하 SAS라고 부른다)는 필요한 만큼 개인용 컴퓨

터에 설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과 등에서 학생들의 실습을 위하여 실습실에 SAS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에도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

하여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교가 학생실습을 위한 교육 기관용 사용권을 구입하

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학생들이 가정과 같은 교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SAS를 가정과 같은 교외의 장소에서 이용하려면 그 사용

권을 각 개인이 구입해야 하지만, 이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는 SAS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실습이나 통계처리가 물리적으로 위치와 시간의 제한

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단 SAS 뿐만 아니라 다른 통계 패키지에서도 같은 

상황이 된다.   

SAS의 사용권을 개인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교외에서 SAS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대학 등에서 운 하는 웹기반의 SAS 시스템을 사

용하는 것이다. 웹기반 SAS 시스템은 기본적 SAS 시스템과 모듈 SAS/IntrNet을 이

용하여 구축할 수 있다. SAS/IntrNet을 이용하여 웹페이지에 입력된 자료를 처리하는 

사이트의 예로서 MetaXceed 사의 웹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MetaXceed 사에서 

개발한 통계처리 시스템은 웹브라우저에 입력한 자료를 전달받은 웹서버를 SAS 시스

템과 연동시켜 자료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의 웹페이지로 전달하는 형식을 취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특정한 목적의 일을 수행하므로 목적에 맞는 SAS 프로

그램만을 실행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의 웹과 SAS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 

시스템은 권세혁(1999)에 의하여 학생들의 실습용으로 개발된 바 있는 데, 이 시스템

에서는 웹브라우저에 SAS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 있는 편집창을 만들고, 이 창에 입

력된 프로그램을 SAS가 실행될 수 있는 웹서버로 전송하여 SAS로 처리한 다음 이를 

사용자로 보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는 운 이 되지 않고 있다. 

오창혁(2000)은 이러한 권세혁(1999)의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2000년 

부터 운 해 오고 있다. 오창혁(2000)의 시스템은 인터넷 강좌로 개설되는 교양통계학 

과목의 자료처리 실습용으로 사용되어 왔다. 초기에는 SAS의 버전 6의 SAS/IntrNet

을 이용하 으나 적은 수의 사용자라도 서버에 동시 접속하는 경우에는 SAS/IntrNet 

모듈의 실행이 종료되면서 SAS 시스템이 다운되는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안정

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SAS/IntrNet 버전 8e를 설치한 이후에는 이와 같은 불안

정성이 해소되어 2005년 2학기 동안 인터넷 강좌인 교양통계학의 실습용으로 웹 시스

템을  운 한 결과 SAS 시스템의 다운과 같은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강좌를 

수강한 학생의 수는 120명 정도이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매주 열 문제 이상의 소규모 

자료 처리 문제가 실습문제로 제시되어 학생들이 웹 기반 SAS 시스템을 사용하 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통계패키지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통계 계산 모듈의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과 연구가 이루어 져 왔다. West 외(2004)는 웹 환경에서 사용되는 자바 

애플릿으로 작성된 통계패키지 StatCrunch 3.0를 개발하 다. 또한 Banfield(1998)은 

공개 통계패키지인 R을 웹페이지의 편집창에 입력한 후 이를 R을 실행하는 서버에 

보내어 R 명령문을 실행하여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보내 주는 사이트를 구축하 다. 

이정진 외(2004)는 S-Link를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타잎(prototype)을 작성하

고 이에 관한 실용화 계획을 발표하 다. 웹기반의 통계처리 시스템 혹은 자바애플릿 



A Web-based SAS System for Lab Statistics 397

등에 관한 정보를 모아둔 Webster 외(2004)의 GASP 웹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기존의 오창혁(2000)와 권세혁(1999)의 웹 기반 SAS 실습 시스템은 그래프와 텍스

트가 동시에 출력되지 않았다. 또한 SAS 명령어 ‘infile'이 작동되지 않아 이미 파일로 

작성된 자료를 불러들이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웹기반 SAS를 사용할 때 사용자

는 명령어 ‘infile'을 사용할 때,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읽는 것으로 

혼돈하기 쉽다. 그러나 이들 명령어는 SAS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 컴퓨터의 저장 매

체, 예를 들어, 하드디스크에서 읽고 쓰는 일을 하므로 사용자 PC의 하드디스크에 저

장되어 있는 파일을 읽거나 쓸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실행결과에서 

텍스트와 그래프가 동시에 출력되며 ’infile‘ 명령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스

템을 개선한 웹 기반 SAS 실습 시스템을 구현한다. 그래픽과 텍스트를 동시에 출력

하는 기능은 SAS의 ODS 기능을 사용하며, ’infile' 명령어의 실행을 위해서는 PHP 

언어로 된 프로그램 모듈을 작성하 다. 

교양통계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자료분석을 위하여 SAS를 사용할 때 느끼는 불편

함의 원인 중 하나는 프로그래밍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있다. SAS 프로그래밍은 C나 

HTML과 같은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하는 것에 비하여 간단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프로그래밍할 때 생기는 어려움의 속성은 공유한다. 즉, 명령어 자체에 

대한 망각, 명령어 나열 순서에 대한 혼돈 등이 SAS 프로그래밍이 어렵게 느껴지도

록 만드는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구현된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단추를 누르면 해당 프로시져 혹은 통계기법과 관련된 예제 프로그램 소

스가 편집창에 올라 오고 이를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 다.   

2.  시스템의 구현

구성한 시스템은 SAS 실습 페이지와 SAS 예제 페이지로 구성된다. SAS 실습 페

이지는 SAS 프로그램을 입력하여 실행시키고 출력 결과를 보는 것과 서버에 데이터 

파일을 올리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AS 예제 페이지는 예제 SAS 프로그램을 

창에 올려서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습 페이지와 예제 페이지는 모두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편집창"과 프로그램 실행 

중 발생하는 내용이나 오류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는 “로그창”, 그리고 프로그램의 실

행 결과가 출력 되는 팝업 출력창 "SAS Outpu Window”의 세 개로 구성된다. 입력

창과 로그창은 그림 1과 같이 하나의 웹페이지에 배치되어 있으며 출력창은 새로운 

익스플로러 창이 열리면서 출력되게 하 다. 

              

    <그림 1> 사용자 환경      <그림 2> 텍스트 결과      <그림 3> 그래픽 결과

입력창에 SAS 프로그램을 입력한 후 상단에 배치된 실행 단추를 누르면 입력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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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인터넷을 통하여 웹서버로 전달된다. 웹서버에 전달된 프로그램은 다시 SAS

로 전달되어 실행되고 그 출력 결과가 다시 웹서버로 전달되고 웹서버는 이를 다시 

인터넷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게 된다. 

이 과정에서 SAS는 실행 결과를 임시로 서버의 하드디스크에 파일로 저장하게 되

는 데, 텍스트와 그래픽을 동시에 출력할 수 있도록 ODS(Output Delivery System)을 

이용하여 HTML 파일로 출력하게 한다. 그림 2와 3은 proc print와 proc gchart에 의

한 출력 결과이다. ODS에서 출력 형식은 html로 지정하 으며, 그래픽 출력을 위하여 

goption에 관한 사항을 지정한 후 SAS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파일에 쓰도록 하

다. ODS와 SAS/Intrnet을 이용한 인터넷 업무 처리 시스템의 구성 방법의 예는  

Slauter 외 (2002)에  소개되어 있다.           

또한 실습의 편의성을 위하여 교양통계학에서 자주 사용될 수 있는 proc means, 

univariate, ttest, corr, reg, freq, anova, gplot 에 대하여는 편집창에 예제 코드를 제

시하고 이를 학생들이 실행해 볼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이들을 통계적 방법에 의해 

분류된 단추로도 재배치하 다. 이는 기초통계량, 모평균의 검정, 두 모집단의 비교, 

회귀분석, 분산분석, 상관분석, 분할표에 대한 검정법 등이다. 학생들이 데이터와 관련 

프로시져를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기능은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는 SAS에서 잊기 쉬운 명령어와 나열 순서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을 도

와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기능은 SAS 프로그램 작성의 용이성을 높여 주리라

고 판단된다. 그림 4는 예제 코드를 올려 실행하기 위한 사용자의 유저 인터페이스 

중 단추 부분이다. 이들 단추를 누르면 해당 프로시져에 관한 예제 프로그램이 편집

창에 나타나며 프로그램 실행 단추를 눌려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예제 코드를 발생시키기 위한 단추 유저 인터페이스 

이 시스템은 교양통계학 실습을 위하여 구성되었으므로 이에 적합한 프로시져만을  

예제 프로그램으로 제시하 다. 그러나 실행할 수 있는 SAS 모듈은 남대학교가 구

입한 사용 허가권의 범위 내이다. 다만, SAS/AppDev studio와 같은 유저 인터페이스 

모듈 등은 인터넷 환경의 특성상 사용할 수 없다. 

Data 단계에서 infile 명령어는 하드디스크와 같은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

러 오는 일을 한다. 웹 기반 시스템에서는 두 단계로 일을 나누어 해야 한다. 첫째 클

라이언트의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SAS가 실행되는 웹서버에 전송하여 저장하

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서버에 올려져 있는 파일을 SAS가 읽도록 하는 것이다. 파일을 

서버에 올리기 위해서는 그림 6과 같이 ‘찾아보기’단추를 이용하여 파일을 선택한 후

‘올리기’단추를 누르면 파일은 웹서버로 전송되어 SAS/Intrnet의 작업용 디렉토리에 

저장되도록 하 다.  

        

<그림 5> 편집창에 파일 열기       <그림 6> 서버에 파일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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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에 전송된 데이터 파일은 사용자의 IP 주소와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의 이름을 

결합한 이름의 파일로 서버에 저장되도록 하 다.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에 관한 

보조 코드가 그림 7과 같이 편집창에 나타나도록 하 다. 보조 코드에는 ‘infile’ 명령

문 줄, 주석문 안에 적힌 서버에 올려진 자료의 처음 세 줄, input 명령문 줄, 그리고 

출력을 위한 proc print 명령문 줄이 포함되며 실행 단추를 눌러 SAS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7>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 사용을 위한 보조 코드

사용자의 데이터 파일을 서버에 올릴 때, 사용자의 IP 주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서

버에서 하나의 공용 디렉토리에 모든 사용자의 파일을 올리게 시스템을 구성하 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IP를 이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사용자가 같은 파일 이름을 사용하

더라도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하 다. 사용자의 파일은 일정 시각에 자동으로 삭제되

도록 하 다. 

그림 5는 클라이언트의 PC에 저장되어 있는 SAS 프로그램 코드와 같은 파일을 편

집창에 올리기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이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

해 둔 SAS 프로그램 파일의 재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서버나 편집창에 파일을 올릴 때 ‘파일찾기’를 한 다음에 ‘열기’ 혹은 ‘올리기’를 하

는 이중 명령어 체계를 사용하는 이유는 웹의 서버-클라이언트 환경의 보안 구조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불편함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OM 기술을 사용하는 ActiveX 

콤포넌트를 구현하여 사용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스템에서 명령어 ‘infile’에 대응되는 명령어 ‘file’에 대한 기능을 구현하지 않았

다. 이는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현재의 환경에 기인한 것이며, 사용자에게 계

정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명령어 ‘file’의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시스템의 구현에 사용한 언어는 JAVA Script, ASP, PHP, HTML이며 편집창이

나 서버에 파일을 올리는 것에 관한 일은 PHP를 이용하여 구현하 다.  

시스템 구현에 사용한 컴퓨터는 512 MB의 메모리, 인텔 펜티엄 3 GHz CPU를 사

용하는 PC이다. 사용 OS는 한  WindowsXP Professional 서비스팩 1이며,  사용 

SAS는 버전 9.1의 Base SAS와 SAS/STAT 등의 모듈이며, SAS/Intrnet은 버전 8e

를 사용하고 있다. 웹서버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IIS 5.0이며, 테스트용으로 사용한 클

라이언트 용 웹브라우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Internet Explorer 버전 6이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웹기반 SAS 실습 시스템은 2006학년도 봄 학기 현재 학생들의 

실습을 위하여 http://sas.yu.ac.kr에서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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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론

통계학과에서 통계패키지의 교육은 중요한 한 분야이다. 통계패키지의 교육의 목적

은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도구의 확보와 다양한 통계패키지의 경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SAS는 이들 두 가지 목적 모두를 위하여 많이 사용되는 패키지이므로 

본 연구에서 구현한 웹 기반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SAS 실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유

연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실습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다양한 통계패키지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면 실습을 필

요로 하는 학생들의 패키지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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