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AS/400 개요 및 특징 

1.1 AS/400 개요 

    시스템/36의 장점과 시스템/38의 장점을 모아 구성하여 처리 능력과 기능이 

    기존 시스템 보다 향상됨 

1.2 AS/400 특징 

   워크스테이션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기능을 갖추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며,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가 단일 레벨 기억영역으로  
   설정됨 

   -  단일레벨 기억영역 (Single Level Storage) : 주기억 영역과 보조 기억이 

             하나의 연속된 기억영역 사용하므로 프로그램 작성시 프로그램 

             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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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운용시스템/400 
   AS/400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 프로그램  
   <OS/400의 주요 기능> 
     - Single Level Storage 관리 시스템      
     - Object관리, DB관리, 작업관리, 기억영역관리, 인쇄관리, 메시지관리 

        
1.3.4 프로그래머 서비스 

  (1) 복사 : 다른 파일로부터 다른 파일로의 복사  (CPYF 명령 사용) 
  (2) 상호참조 : 특정 파일의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여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하며, 참조된 파일과(REF FILE)참조된 항목(REF FIELD)를 표시 

                ※ PDM의 2번  Menu(Work With Object)의 option 12=> option 8 
  (3) 메시지 처리 : 시스템 및 사용자 조작에 대한 메시지 처리 

                   스케줄 종료 알림 메시지, 사용자 조작 에러에 대한 메시지, 사용자  
                   상호 전달 메시지... 
  (4) 프로그램 호출 : CLP, 기타 고급언어 프로그램 실행  (CALL 명령 사용) 
  (5) 프로그래머 메뉴 : 사용자 작성 메뉴  (예: 회계, 재고 메뉴) 
  (6) 적용업무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PI) :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의 약자로 

         시스템 수준에 필요한 Interface 제공하며, 고급언어에서 사용 

  (7) 자료대기행렬 : 하나의 작업이 다른 작업 처리를 위해 정보를 대기행렬로 지정 가능 

1.3.5 시스템 운용 서비스 

  (1) 작업사용 : AS/400 시스템 상의 작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제공 

                사용자들의 작업을 트랙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통계 코드 할당         
                (Debugging,WRKACTJOB에 사용자들의 작업 상태 표시) 
 

  (2) 메뉴지원 : 제어언어에 익숙치 않은 사람도 시스템 조작이 용이하도록 함 

                메뉴종류 :  Main Menu, TM(조작지원) Menu 
 

     ① System Menu 개요 

        AS/400 화면은 사용자가 시스템과 쉽고 효과적으로 통신 할 수 잇도록 시스템  



        정보를 표준화하여 구성  
        작업 간편화, 입력작업 축소, Application별 작업 구성, Application 보안 

     ② 화면종류 

        메뉴화면, 입력화면, 리스트화면, 정보화면 

        - 입력화면   : 현재 Task에 적절한 특정 자료를 입력하라는 메시지 표시 

                       입력 필드가 있는 화면 (예) CRTLIB 
        - 리스트화면 : 정보나열, 표  (예) WRKMSGF, WRKMSGQ, WRKF 
                       옵션에 따른 여러 유형 작업 가능 (화면작업) 
                       화면제목, 기능키, 옵션열, 사용가능옵션, 명령행,  
                       화면이동인디케이터(more) 
        - 정보화면   : 요청된 항목에 대한 정보제공 (예) DSPJOBD, HELP 
                       정보 열람 후 Enter, F3, F12 사용, 종료 

     ③ 화면구조 

        - 제목       : Main Menu Title 중앙에 위치  (예) AS/400 MAIN 
        - 메뉴 ID    : 상단 왼쪽에 위치 (예) MAIN 
        - 옵션리스트 : 옵션번호 + 옵션설명 (예) 1. User Tasks / 2. Office Tasks 
        - 입력영역   : 하단 (예) selection or command 
        - 메시지행   : 기능키 아래 (오류, 발생하는 문제점, 경고 메시지) 
        - 기능키     : F3, F4등 사전 정의된 시스템 기능에 따라 처리됨 

 

      * 사용권한에 따라 메뉴의 옵션리스트 다름 (QUSER, QPGMR 비교) 
      * Option List의2번 실행 ==> F1 key 실행 ==> F16 key (AS/400 주메뉴로 이동)  
     ④ 기능키 

        - F3 key : 현재 프로그램이나 기능 종료후 이전 화면으로 복귀 

        - F4 key : 명령행에 입력된 명령에 대한 확인 메시지 표시 (매개변수리스트 표시) 
     ⑤ 키보드 기능키 

        - HOME(초기시작메뉴) : AS/400 System 시작후 첫 번째 나타나는 첫메뉴 표시 

        - PRINT(화면인쇄)     : 화면 이미지 출력 

     ⑥ 특정 System 메뉴표시 

        - 시작화면에 메뉴 ID 입력 

          USE ID/ PASSWORD/ MENU (MENU ID 입력) ==> QSTNT/QSTNT/USER 
        - 빠른 경로 사용 

          Command Line에서 Menu ID 직접 입력 (Go Message) 
        - 초기메뉴 지정 (F23 key 사용) 
          User Profile에 정의된 초기 Menu 변경  
          (현재 화면상태가 User Profile의 초기메뉴로 설정됨) 
 

  (3) 시스템 운용 : 명령 라인상에서의 대화식입력 처리,프로그램 제어하에서의 일괄처리 

                   인쇄 용지,매체처리는 수동처리 

 

 



1.3.6 시스템 서비스 

  (1) 자료영역 : 소량의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해 접근 및 갱신될 수 있으며, 자료영역은 

                일부 고급 언어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됨 

                (관련 CL : CRTDTAARA, DSPSTAARA, DLTDTAARA..) 
  (2) 자료영역 대기행렬 : 많은 양의 작업 처리시 자료가 일시적으로 대기한후 필요한  
                         사용자에게 지원 

  (3) 도움말 기능 : 도움말 정보 표시 (F1 Key 사용) 
     ① Main Menu 화면 + F1 Key       : Main Menu 도움말 

     ② Main Menu 화면의 option 1 + F1 : 사용자 Task의 도움말 

     ③ Main Menu 화면의 Com Line에서 1입력 + F1        : F1의 도움말 

     ④                 "        WRKUSRJOB + F1 : WRKUSRJOB의 도움말 

     ⑤                 “             ”        + F4 + F1 : 작업상태 도움말 

     ⑥ Command Line에서 없는 Command 입력 오류 Message행에 + F1     
  
  (4) 성능정보 :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 수집 (Wrksyssts : 시스템상태점검) 
  (5) 저장/복원 : 시스템의 자료를 시스템에서 매체로 이동 (BackUp : SAV 명령 사용) 
                 매체로 저장된 자료를 시스템으로 복구할 경우 (Restore : RST명령사용) 
  (6) 보안  
     1) 보안없음  2) 암호보안  3) 자원보안  4) 시스템보안 

  (7) 시스템 회복 : 정전, 시스템 이상시의 전 상태의 복구 

  (8) 조작 지원 : 단순 조작자의 경우 불필요한 메뉴가 나오지 않아 사용자의 혼란 방지 

                 (SIGN_ID가 QPGMR, QUSER인 경우의 Main Menu가 다름) 
  
1.3.7 작업관리 : 대화식 작업, 일괄처리 작업 동시 수행 가능 

     작업관리 : Interactive, Batch, Spool 통신 작업을 지원하는 작업 관리   
     ◈ Job 이란 : - AS/400 System이 작업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방식 

                  - 작업번호, 작업완료 방식을 나타내는 작업 설명 

                  - 작업대기행렬 

                  - 대화식 작업과 일괄처리 작업이 있다 

                  - 작업은 Sub_System에서 실행 

                  - Interactive, Batch Job로 구분 

     - Subsystem : 사전 정의된 조작 환경으로 작업 흐름과 자원의 사용을 통합함 

                    독립된 몇 개의 Sub_System이 동시에 조작 될 수 있다. 
                    하나의 작업은 CL명령, Program 실행으로 요청 될 수 있다 

     - Sub_System 관련 CL 명령 :  WRKACTJOB, WRKSBS 
 

  1) INTERACTIVE and BATCH JOB 
     ◈Interactive Job : Workstation 사용자와 시스템간의 양방향 통신 <-> 즉각적인 응답 

             대화식작업 규정화작업명 : 작업명 / 사용자 ID / 작업번호 

             < JOB >          < USER >           < NUMBER >  < TYPE >  
           표시장치이름   Sign_On에서입력된사용자ID    작업번호      작업형태 



    ◈ Batch Job 
      - Job 투여후 사용자는 다른 작업 수행 가능,여러사용자가 동시에 일괄처리작업 투여  
      - 해당작업을 작업대기행렬에 추가 

      - 작업 Scheduling : 작업이 작업대기행렬로 보내지거나 작업대기행렬에서 해제될 때 

                         제어 옵션을 제공  
      - 작업명/사용자ID/작업번호 : 작업명은 표시장치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작업명은 사용자 정의명 입력 

      - 사용자 상호작용이나 중간 시스템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다 

      - 작업대기행렬로부터 읽혀질 때 실행 시작 

    ◈ 일괄처리 작업 흐름 

       ① 사용자나 프로그램이 작업 요청            
       ② 시스템이 일괄처리 작업 작성  
       ③ 시스템이 ② 작업을 작업대기행렬에 추가 

       ④ 작업대기행렬에 연결된 Sub_System이 작업을 읽고 시작함 

       ⑤ 일괄처리 작업은 출력을 출력대기행렬로 보냄 

 

    ◈ Sub_System 
      QBASE : 인쇄작업을 제외한 모든 작업 

      QSPL   : 모든 인쇄 작업 실행   
                QSPL의 Writer 프로그램이 출력대기행렬 작업을 출력 

    

       ◈ Sub_System 구성 

       QCTL    : System Operator에 의해서만 사용되며 System 제어 

       QINTER  : 모든 대화식 작업 실행 

       QBATCH : 모든 일괄처리 작업 실행 

       QSPL     : 모든 인쇄 작업 실행 

       QCMN    : 모든 통신 작업 실행 

 

1.4 AS/400 시스템 구조 

   <AS/400 시스템 구조도> : P28 참조       
1.5.6 제어언어 (Control Language) 
   -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의 interface를 제공하는 일련의 명령 

   - 시스템 기능에 직접 접근 가능 

   - 워크스테이션에서 개별 명령어 입력하여 동시에 제어언어 사용 가능 

   - 일괄처리 작업으로 처리 가능 (Submit Job) 
   - 제어 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램 작성 처리 (Control Language Program) 
   - 프로시듀어 언어 프로그램의 일부로 모든 명령은 일관성 있는 규칙 사용 

     처음 3자 : 취해야 할 조치  (예 : WRK, CRT, DSP, DLT, CHG, END) 
     다음 3자 : 조치의 Object   (예 : JOB, MSG, SPL) 
     마지막문자 : 수행할 타스크에 대한 추가 설명자  (예 : D) 
     CALL, GO 명령은 위의 CL명령 규칙과 다름 



     ① CL은 Command Name과 Command Parameter로 구성됨 

     ② Command Name은 10자 이내 (예: CRTDUPOBJ, CRTPRTF) 
     ③ Command Name은 보통 동사와 명사로 구성 (예 : DSPMSG) 
     ④ CL Parameter은 Parameter Keywords와 Parameter Values로 구성 

     ⑤ CL + F4 경우 : 꼭 필요한 Parameter Value 부분은 흰색(highbright) 
     ⑥ Parameter Value중 *로 시작되는 것은 System_defined parameter     
1.6 공인 프로그램 

     - AS/400 PASCAL, PL/1, BASIC, C/400, COBOL/400, RPG/400 등 

1.6.2 유틸리티 :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시스템 관리자가 시스템 관리에 도움줌 

     a. ADT (Application Development Tools : 적용업무 개발도구) 
        - SEU (Source Entry Utility : 원시 입력 유틸리티) 
        - SDA (Screen Design Aid : 화면 설계 유틸리티) 
        - DFU (Data File Utility : 자료 파일 유틸리티) 
        - PDM (Programming Development Manager : 프로그램 개발 관리자)   
     b. IDDU (Interactive Data Definition Utility : 대화식 자료 정의 유틸리티) 
     c. 기타 Utility 
        - Query (질의어) 
        -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1) SEU : RPGIII, Cobol, DDS등을 원시 파일에 입력하기 위한 프로그램 

  (2) SDA  
     - 화면 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 화면 작성 순서 

       ① 화면 설계     ② 화면형식을 DDS에 서술 

       ③ SEU를 사용하여 DDS의 원시 파일 등록   
       ④ 화면 파일의 작성 명령으로 화면 생성 

   (3) DFU : DataBase에 자료 입력, 삭제, 변경, 조회 가능케하는 프로그램 

   (4) PDM : 프로그램 개발시 사용되는 기능을 화면에서 수행 가능하게 함 

      ① 라이브러리 조작 지원    ② Object에 대한 처리 

      ③ 원시 파일 Member에 대한 조작 지원 

   (5) IDDU : DataBase 파일의 Record 설계를 대화식으로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