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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조사의 어려움을 쉽고 효율적으로 해결

주요 특징
•

핵심 기능에 대한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제공되어 강력한 분석 기능에 유연하게
액세스

•

포괄적인 통계 도구 세트로 적시에
적절한 통계 기능 사용

•

다양한 배포 기능으로 분석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

전 세계에서 수많은 기업, 정부 및 학술 조직이 IBM® SPSS®
Statistics를 사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및 연구 조사 문제를 해결합니다.
IBM SPSS Statistics는 좀 더 손쉽게 데이터를 액세스 및 관리하고,
분석을 선택 및 수행하며,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풍부한
통계 기능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분석이 보편화되고 그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조직에서는
계획에서 배포까지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세트가 서로 다르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이는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학습이 어려워지며 IT 직원에게는 골치
아픈 문제를 안겨줍니다.
SPSS Statistics는 전체 분석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적시에 적절한 통계
기능을 사용하도록 안내하여 가정을 더 빠르게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분석가의 전문성 수준과 상관없이 강력한 분석 기술에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이 가장 간단한
이니셔티브에서 가장 광범위한 이니셔티브에 이르기까지 분석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PSS Statistics를 사용하면 데이터 분석 및 보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분석가는 여러 도구 및 리소스를 사용하는 대신 통합된 단일
제품군 내에서 작업할 수 있으므로 분석가와 관리자뿐만 아니라 조직의
기술 지원 담당자의 업무도 간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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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터페이스

포괄적인 통계 도구

SPSS Statistics에서는 분석가가 자신의 분석 전문성 수준과

SPSS Statistics는 적시에 적절한 통계 기능을 사용하여

상관없이 강력한 분석 기술에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더 빠르게 테스트 및 검증하고 추가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도록 지원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핵심 기능, 즉 초보자를 위한 메뉴 중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경험이 많은 통계 전문가를 위한

SPSS Statistics 제품군은 전체 분석 프로세스에 대해 가장

명령 구문 및 프로그래밍 가능한 확장 기능까지 여러

포괄적인 도구 세트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데이터 유형과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수많은 통합된 모듈에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분석가는
진행 중인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보고 및 배포 기능은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사용자는 결과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계획
IBM SPSS SamplePower
IBM SPSS Complex Samples
IBM SPSS Conjoint

IBM SPSS Data Collection
Web Interviews
IBM SPSSS Data Collection
Data Entry

데이터 액세스
IBM SPSS Statistics Base
All Modules

데이터 관리 및 준비
IBM
IBM
IBM
IBM
IBM
IBM

SPSS
SPSS
SPSS
SPSS
SPSS
SPSS

데이터 분석

배포

보고

IBM SPSS Collaboration
and Deployment Services

IBM SPSS Statistics Base
IBM SPSS Custom Tables
IBM SPSS Visualization
Designer
IBM SPSS Data Collection

그림 1: IBM SPSS Statistics는 전체 분석 프로세스를 위한 광범위한 기능과 통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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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s
Advanced Statistics
Bootstrapping
Categories
Direct Marketing
Exact Tests
Forecasting
Neural Networks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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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Preparation
Missing Values
Text Analytics for Surveys
Modeler Professional
Modeler Premium

IBM SPSS Statistics

IBM Software
Business Analytics

다양한 배포 기능

IBM Business Analytics 소개

SPSS Statistics는 소수의 최종 사용자에서 전체 부서 또는

IBM Business Analytics 소프트웨어는 의사 결정권자에게

엔터프라이즈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수요에 맞게 손쉽게

비즈니스 성과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확장할 수 있으므로 조직은 분석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제공합니다. IBM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예측/고급 분석,

있습니다.

재무 성과/전략 관리, 거버넌스, 위험/ 규정 준수 및 분석
애플리케이션의 포괄적이고 통합된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IB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추세, 패턴 및 이상 현상을

IBM SPSS Statistics Server

포착하고, 검증(what if) 시나리오를 비교하며, 잠재적 위협과

Statistics Clients
IBM SPSS
Statistics Server 및
하드웨어

기회를 예측하고, 주요 비즈니스 위험을 파악 및 관리하고,
리소스를 계획, 예산 책정 및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서버 하드웨어
데이터

고객은 이러한 깊이 있는 분석 기능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
잘 이해하고, 예측하고,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자세한 내용은 ibm.com/analytics/kr/ko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2: IBM SPSS Statistics Server
IBM 분석 소프트웨어는 개별적으로 구매하거나 IBM SPSS
Statistics Standard, IBM SPSS Statistics Professional 및 IBM
SPSS Statistics Premium이라는 3가지 특별 에디션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필수 기능이 그룹으로 묶여 있는 이 에디션을
사용하면 전체 팀이나 부서에서 분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여 조직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SPSS Statistics는 개인용으로 적합한 독립형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부터 규모가 큰 분석 팀에 적합한 멀티
클라이언트/서버 배포까지 다양한 배포 옵션을 지원하므로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IBM SPSS
Collaboration and Deployment의 컨텐츠 관리, 자동화 및 배포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용한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bm.com/kr/ko/spss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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