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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데이터의 시대이다. 국내 외에서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가 연봉 순위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왠만한 대학의 통계학 석사들은 여기 저기서 경쟁적으로 모시려고 해서 그 중 좋은 

곳을 골라 취업한다는 얘기까지 듣는다.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인터넷 기반 시장의 

확대는 소위 “빅 데이터(Big Data)”의 시대를 열었고,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이 많은 

기업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제 어느 분야이든 데이터 분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중이다. 

이런 데이터의 시대에 한국의 엔지니어나 과학자, 나아가 데이터 과학자들에게는 새로운 

도구(Tool)가 요구된다. 

 

JMP(점프)는 1989년에 처음 출시되었다.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을 위한 통계 분석 도구의 필요성을 

깨달은 SAS의 공동창업자 John Sall이 개발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4,500개 이상의 조직에서 약 

250,000명 이상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요즘은 JMP를 애용하는 데이터 

과학자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JMP는 엔지니어, 과학자, 또한 데이터 과학자들에게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핵심 기능들을 

갖추고 있다. 

 

데이터 관리(Data Management): 대용량 데이터를 불러와 정제하고 정리하는 기능 

시각화(Visualization): 그래프, 그림, 도표, 동영상 등 시각화 도구로 통찰력과 정보 취득을 돕는 

기능 

 

고급 분석 기능: 데이터 마이닝 또는 예측 모델링,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그리고 

실험계획법이나 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고급 분석 

보고서 작성 및 공유: 분석 결과 뿐만 아니라, 분석 내용의 재활용 및 자동화를 지원하는 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위 모든 기능들을 수행하는 과정에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 

 

한국에서 일찌감치 이런 JMP의 유용성을 발견했던 고객들은 이미 10년 이상 JMP를 영문 

버전으로 사용해왔다. 한편, JMP의 한글판은 2017년 봄에 출시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많은 

고객들은 여전히 JMP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고, 신속한 학습을 위한 참고 서적의 추천을 

요청한다. ‘JMP 활용 Guide’는 이런 한국 JMP 사용자들의 갈증을 해소할 최적의 참고서적이다. 

참으로 반갑고, 저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책을 쓰는 것은 지식보다도 인내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나에게 초본을 

전해주며 추천사를 요청할 때 한 말이다. 인내는 많은 것들을 버리는 과정이다. 저자는 책을 

쓰는데 쏟는 시간 동안 가족, 친구, 그리고 자신의 다양한 요청과 욕구들을 뒤로 미루거나 



거부해야 했을 것이다. 책의 완성까지 저자가 보인 인내는 저자의 JMP와 한국 JMP 사용자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믿는다. 덕분에 나를 포함해 한국의 많은 JMP 사용자들은 

훌륭한 JMP 활용 안내서를 얻게 되었다. 

 

 

JMP 한국 지사장 

민철희 

 

 

 

 

 

 

 

 

 

 

 

 

 

 

 

 

 

 

 

 

 

 

 

 

 

 

 

 

 



머리말 

 

 

 

인연이란 참 오묘하고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래 전,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 

매우 신기하게 생긴 모니터 일체형 PC를 몇 년간 OEM 방식으로 생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관은 아주 화려하였고 속이 다 보이는 반투명 디자인이었던 그 제품은 

iMac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티브 잡스의 Apple 복귀 작품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JMP라는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JMP(John’s Macintosh Project)는 그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Apple Macintosh의 탁월한 

GUI(Graphical User’s Interface)와 Visualization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개발된 제품입니다. 그 

동안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판단하건 데, JMP는 정말로 잘 만들어진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입니다. 

JMP와 함께 일하면서 JMP 관련된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용자분들이 한글로 

설명된 JMP 책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JMP 사용자분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이 책은 JMP 사용자분들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매달 발행된 ‘Monthly User Guide’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 졌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JMP 활용 Guide’ 입니다. 다음 몇 가지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집필 과정 내내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첫째, JMP 14.2 Version(Window Version)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둘째, 설명의 명확성 및 국내 사용자들의 JMP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영어 Version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필요할 경우 한글 Version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셋째, 책 제목 그대로 JMP 활용법에 초점에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JMP를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서로 집필되었기 때문에 통계 개념에 대한 설명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넓은 범위의 내용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비즈니스 

환경이나 업무 내용에 따라 JMP를 사용하는 용도 및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JMP 

사용자분들마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 ‘JMP 활용 Guide’ 를 통해 JMP의 유용성을 이해하고 활용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마르셀 푸르스트(Marcel Proust)의 말(The real voyage of discovery 

consists not in seeking new landscapes, but in having new eyes, 진정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처럼 분석에 



대한 새로운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지면을 빌어 특별히 몇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늘 함께 하는 한국 표준 협회 이석영 본부장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JMP라는 좋은 벗을 소개해 주고, 다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민철희 

지사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첫 직장의 설레임과 그 젊은 시절의 열정을 다시 일깨워 준 

LG전자의 여러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JMP 관련 책을 쓰고 싶다는 단순한 바램과 어렴풋함을 절실함과 의무감으로 

바꿔 준 대덕전자 이성수 님에게 최고의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지만 ‘다음에’ 라는 말로 위안을 삼겠습니다. 

다음에 더 잘 만들겠습니다! 

 

JMP 출시 30년이 되는 2019년에 ‘JMP 활용 Guide’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무한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신익주 

 

 

 

 

 

 

 

 

 

 

 

 

 

 

 

 

 

 

* 본 책의 내용과 관련한 오류, 질문, 개선 사항 등은 ikju.shin@jmp.com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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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단축 키(Shortcut Key) 

 6) 환경 설정(Prefer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