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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N3270 네트워크 구성도 

 

TN3270 에뮬레이터는 TCP/IP 와 SNA Network 라는 이기종 네트워크상

에 있는 IBM Mainframe 호스트와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 에뮬레이

션 소프트웨어 제품이다. 

 

 

 

 

 동작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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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N3270 관련 기본용어 및 개념 

 Session :통신 연결 단위(화면,프린트등) 

 LU: Logical Unit 의 약자,논리적개념(LU번호) 하나의 세션연결로 연결되어 있는동안 

하나의 LU를 차지한다.SNA Protocol 로 접속시 LU 번호를 0번으로 하여 세션연결을 하

면 OCS Gateway Server 가 자동으로 현재 Free 상태인 사용가능한 LU를 물고 올라와 

호스트에 연결된다. LU1: 프린트 LU3:화면 또는 프린트 

 PU:Physical Uint 의 약자,물리적개념(PU NAME) 

 Trace : Host 데이터의 dump. 

 OCS SERVER : 자사의 UNIX 기계에 설치되는 Gateway 서버로 호스트와 에뮬레이터 간의 

중계 역할을 한다.파일명은 OCSNA. 

 (E)HLLAPI :일종의 HIGH LEVEL API 함수로 업계 표준화가 이미 되어있으며 에뮬레이터

를 이용해 호스트에 접속하는 것보다 사용자가 직접 GUI로 업무에 맞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제공하는 에뮬레이터 전용 라이브러리이다.(내부적으로 

에뮬레이터가 실행된다) 데모프로그램 XHLLDEMO.EXE등이 있다. 

 Short Name: EHLLAPI 와의 통신을 위해 세션에 부여하는 임의의 닉네임으로 호스트와 

는 무관함. 

 CMS,TSO,CICS :IBM Host 환경들 

 APVUFILE,IND$FILE : Host 측 파일전송을 담당하는 프로그램들 

 SO,SI : Shift Out,Shift In 의 약어.호스트에서 한글을 표현하기위해 전후에 붙이는 

문자이다. 각각 IBM 호스트에서는 0X0E,0X0F,FACOM 호스트에서는 0X28,0X29 값이다. 

 Data Stream : 호스트와 단말기사이의 통신 패킷을 정의.규약문서:Data Stream Book. 

 AID KEY  : 호스트로 송신하는 데이터 스트림에 들어가는 키값(0x88) 

 InBound Data : 호스트 입장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OutBound Data : 호스트 입장에서 나가는 데이터 

 Key Mapping: PC 의 키보드 자판의 기능을 IBM 단말기 키보드처럼 사용키 위해 PC 키

보드의 기능을 매핑하는 것. 

 VTAM : Virtual Telecommunications Access Method의 약자로 VSE,VM,MVS환경하에서 터

미널(단말기)과 호스트 응용프로그램사이의 통신 제어 및 관장. 작은 의미로는 호스

트 접속후 초기화면을 의미할 때 VTAM Screen이라고 칭함. 

 SSCP  : System Services Control Point 의 약자. 

 Prentation Space :HLLAPI 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일종의 통신 메모리 공간.               

HLLAPI응용프로그램이 호스트와 접속하기위해 사용하는 에뮬레이터의 공간. 

 APPC : 호스트 응용 프로그램과의 통신수단(LU6.2) 

APPC Library 로 host 에 TCP/IP 없이도 CICS,IMS,DB2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다. 

 TN3270E : TN3270 Enhancements의 약자로 기존의 단순한 TN3270의 기능을 확장한 TN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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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OPENTERM 제품개요 

 
 

OPENTERM 은 TCP/IP LAN상의 Client들이 IBM, Fujitsu등의 Mainframe을 Access하여, 3270,6680 

등 Terminal 로서 동작하게  하는 LU1,LU3 지원 Terminal Emulator 제품 

OPENTERM 은 Windows 98뿐만 아니라, Windows 2000, XP등을 지원하는 완벽한 32 Bit 프로그램 

Print Emulation를 지원하여 Network상의 Local Printer로 HOST Data를 On-Line으로 출력할 수 있

으며 바코드,폼 파일 등의 문서 출력 지원 

IND$FILE, APVUFILE,FIMPORT,FEXPORT등 파일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HOST와 PC사이에 파일을 

주고 받음 

업계 표준 EHLLAPI 기능 지원으로 다양한 사용자 정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확장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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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OPENTERM 의 주요기능 

 

OPENTERM은 32Bit 제품으로서 Windows 2000, XP를 중심으로 98 에서 윈도우7 까지 완벽호환, 

10년이상의 축적된 개발 노하우와 순수 국산기술로 탄생한 진정한 Full 32Bit Emulator. 

다중세션 

기본적인 TN3270뿐만 아니라, 6680도 제공하며, 한 사용자가 멀티로 작업할 수 있도록 

다중개의 세션을 지원 

통합된 환경설정  

사용자가 한 메뉴에서 모든 환경설정을 간편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 

세션별 설정값  지정 

여러 설정값들을 세션별로 지정하여,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개발 

플러쉬패드  

플러시패드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Key를 입력하지 않고 간편하게 마우스로 작동할 수 있음 

Full 32 Bit 지원 

 

HLLAPI 기능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HOST Data를 접근 할 수 있는 API  함수 및 데모 완벽제공 

다양한 마우스기능  

Hot Spot, Send Text and Return, Cursor to Mouth 등의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하기에 편리 

WIZWIG Graphical Keyboard Mapping  

Emulator의 기본적인 기능인 Key Map의 Graphic 처리로 WIZWIG 하게 쉽게 바꿀 수 있음. 

Block Mode Copy & Paste 지원  

사용자가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선택한 부분만 Copy & Paste 가능. 

256 이상 Color Map  

일반적으로 16 Color를 지원하는 다른 제품과는 달리 256 이상 Color를 지원. 

다양한 Interface  

세션탭바,세션전환 키,전자 토글키,회사 로고 이미지등의 사용자 배경 이미지 지정등 다양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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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OPENTERM의 기능사양 

• Full 32bit Mode Emulator 

• TN Protocol (RFC 1646, 1647 지원) 

• Windows 2000, XP 및 98 ~ 윈도우 7지원 (IME호환, 완벽한 BIOS Print) 

• 3287 Printing 지원 (LU1, LU3) 

• 파일전송 INF$FILE, APVUFILE,FIMPORT,FEXPORT지원. 

• 표준 API Tool (EHLLAPI) 지원 – D0SF 확장함수 제공 

• LU Pool, Dynamic, Fix LU 지원 

• Multiple Gateway Support (OCS Server, CISCO CIP, IBM TCP/IP, MS SNA 

Server for NT) 

• 매크로기능 : 기록, 재생 기능 

• Color Remapping, Keyboard Remapping 

• Flash Pad 기능 

• Block Mode Copy, Paste 지원 

• Keyboard Input, Network Time Out 기능 

• IBM3270 Terminal Type 2-5 지원 

• Multi Session 지원 (5) 

• 다양한 한글 Font 지원 

• 멀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지원 

• 코드변환 유틸리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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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OPENTERM 의 화면 구성 및 명칭 

 

 

 

 

 

툴바의 기능 

 

 

 

메뉴바 

표준툴바 

세션창 

(터미널창) 

OIA상태라인(Operation Information Area) 

 

플러시패드바 

로컬IP 

세션탭바 

접속상태 

호스트커서위치 

사용중인 LU이름 

IME상태 

세션연결 

연결끊기 

파일전송 

화면인쇄 

화면보호 

화면갈무리 

전체화면 

매크로재생 

매크로녹음 

플러시패드실행 

환경설정 

세션설정 

인쇄설정 

색상설정 

글꼴설정 

FAQ 

최근명령,전체화면버튼 

통신램프(수신/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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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작 및 연결 

 

7.1. 기본 세션 설정 

 

MainFrame 호스트와 연결하기 위해서 Gateway의 Address와 PU, LU 등의 정보를 입

력해야 한다. 메뉴에서 [설정(Preference) – 통신기능] 을 차례대로 선택하면 아래

의 통신세션을 설정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위 그림에서 보면 사용이 가능한 총 5개의 세션이 목록에 나타난다. 

그 중에 하나를 마우스로 Double Click 하면 다음과 같은 세션설정 화면이 나타난다. 

(첫번째 세션부터 차례대로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아래의 설명대로 각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하여 세션정보를 설정해야 올바르게 접속

할 수 있게 된다. 

호스트 환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산실 및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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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설정 창이 나타나면 다음의 순번대로 정확히 기입한다. 

 

세션이름은 LU이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Gateway 와 Port 그리고 LU 이름은 시스템 관리자 혹은 담당자에게 문의한다. 

 

프린터 세션의 경우 모델타입은 ‘IBM-3287-1’을 선택하여야 한다. 

단,프린터 세션을 사용할 경우는 세션 목록의 맨 마지막 5번째에 설정 하여야 하며 

5개의 세션 중 오로지 1개만 사용할 수 있다. 

 

프로토콜 TN Protocol을 선택한다. 

SNA Protocol 은 Gateway가 OCS Gateway일 경우에만 가능 

호스트주소 Gateway의 TCP/IP Address를 적는다. (DNS name도 가능하다) 

모델종류 세션이 화면일 경우 IBM-3278-2-E, 프린터일 경우 IBM-3287-1(프린터) 를 

선택한다. 

포트번호 Gateway에서 설정된 TN3270 Port번호를 입력한다.                   

(Default: 23) 

LU 이름 할당된 LU이름을 적는다. 

세션이름 원하는 이름을 임의대로 적는다. 별도입력이 없어도 LU 이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본값으로 적용한다. 

사용하지 않음 이 세션을 사용하지 않고자 할 때 선택한다. 

자동시작 또는 세션연결에 반영되지 않는다. 

TN3270E 모드 TN3270 Enhanced Mode 로 접속한다.(RFC1647) 

HLLAPI 단축명 HLLAPI ShortName을 입력한다. 기본값으로 적용한다. 

자동시작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세션이 자동 연결된다. 

(환경설정-일반기능: Auto Start Session 이 선택되어야 함). 

*openterm.ini의 [Emulator] 섹션의 TermMode 값을 1로 하면 간단한 모델종류 목록이 표시된다. 

① Gateway 주소입력 

② 모델타입IBM-3278-2-E선택 

③ TN Protocol 선택 

④ Port입력 

⑤ LU이름입력 

⑥ TN3270E선택 

⑦ 대문자 ‘A’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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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이름 입력시 주의 

 

LU이름을 타 사용자와 중복 설정하게 되면 ‘Requested LU is Unavailable’ 또

는 ‚Requested LU is already associated with another telnet session‛ 이라는 

호스트 오류 메시지가 터미널 창에 표시되고 접속에 실패하게 된다. 이 때에는 

다른 LU이름을 지정하거나 호스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해당 LU를 Release 시켜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호스트와 Gateway 환경에 따라 LU이름을 지정하지 않아도 동적 할당 되기도 한다. 

 

이외에 2개 이상의 랜카드를 사용중인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세션 연결하기 또는 네트워크 부분의 설명을 참고) 

 

 

7.2. 세션 연결하기 

 

세션 설정을 마친후 메뉴의 [연결(N) – 선택 세션 연결]을 차례대로 선택한다. 

아래와 같은 세션 연결 창이 뜨면 해당 세션을 선택하여 접속을 누르거나 세션목록

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세션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여 접속을 시도한다.  

 

 

윈도우 최대크기로 열기’를 선택하면, 최대로 창이 열린다. 

 [설정메뉴 - 환경설정 – 일반기능] 에서 ‘Autostart Session’을 선택하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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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실행과 동시에 ‘자동시작’ 이 설정된 모든 세션이 자동 연결 된다.  

 

☞ 연결이 안 될 때의 오류 메시지 

 

1. 504 : HOST에서 해당 LU가 Active 되어 있지 않다. 

2. Socket Error : Network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 

3. Requested LU is Unavailable 또는 Requested LU name is not known to the server:  

해당 LU 를 다른 사용자가 사용 중이거나 비정상. 

또는 두개 이상의 Lan Card 사용시에는 윈도우즈 OS에 의해 먼저 올라온 네트워크 

어뎁터의 IP가 기본적으로 소켓을 통해 전송된다.GateWay가 자신의 대역폭에 있지 

않은 클라이언트 접속을 차단하는 경우에 터미널 화면에 이 메시지 또는 ‚Could 

not use the Requseted LU‛ 메시지 창이 나타나며 접속이 실패한다. 

(간혹 터미널 창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은 채 먹통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Gateway의 이러한 보안설정을 해제해야 하나 

OPENTERM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선택 기능을 이용하여 로컬IP를 강제로 설정해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메뉴에서 [설정 – 네트워크] 를 차례대로 선택하여 해당 Gateway와 같은 대역의 

IP를 가진 항목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Gateway 가 203.x.x.x 대역이라면 여러 개의 랜카드 중 203 으로 시작

하는 것을 선택하고 다시 접속을 시도하면 된다. 

이때 상태라인의 로컬IP 정보에는 #2,IP 형태로 표기되어 접속된 상태를 알수 있

다. 

‘#’다음의 번호는 여러개의 랜카드중 일련번호를 의미한다. 

 

4. LU type is Inconsistent : LU type (프린터, 화면)이 호스트와 맞지 않는다. 

LU3 화면 타입을 프린터로,프린터 타입 LU를 화면으로 접속시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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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세션 사용하기 

 

세션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면 호스트 초기화면 메시지가 나타날 것이다. 

이때부터는 호스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에뮬레이터에서 기

본값으로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키보드 기능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입력문자를 호스트로 전송 : ENTER 키 

필드간의 이동 : TAB키 (역방향 이동은 SHIFT + TAB키) 

호스트 커서이동: 화살표 키 

문자삭제: DELETE키 ,BACKSPACE키 

키보드 입력이 불가능 할 때: 좌측 CTRL키 

화면 클리어: ESC 키 

온라인 화면 인쇄: CTRL + ALT + P 

 

또한 사용중에 키입력이 ‘입력금지’(‘INHIBIT’라고 표시되기도 함) 가 될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하단의 OIA 상태라인을 수시로 체크해서 RESET키(좌측 

CTRL키)를 눌러 입력금지 상태를 풀어줘야 LOCK이 풀리고 입력이 가능해진다. 

 

☞위에서 언급한 키들은 에뮬레이터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키보드 매핑 을 

활용해 자신의 업무나 취향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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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색상변경 

 

메뉴에서 차례대로  [환경설정 – 화면설정 – 색상] 을 선택한다. 

 

 

1) 구성표 :   기본적으로 5가지의 색상표가 제공되어 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아래의 미리보기 화면에서 색상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여 ‘파일로 저장’을 선택하면, 

저장할 수 있으며, ‘삭제’도 가능하다. 

 

2) 미리보기 : 하나의 샘플화면을 표시한 것으로 모든 색상 카테고리를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서 위의 화면에서 ‘사용자ID입력’ 을 클릭하면, 위에 있

는 색상 카테고리부분이 ‘확장필드-보통’으로 바뀌면서, 바로 밑의 

‘색상선택’란에 현재의 설정된 색상이 나타나며, 여기에서 색깔을 

원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또한 오른쪽의 ‘텍스트 스타일’과 

‘굵게 표시’, ‘반전표시’를 선택할 수 있다. 

 

색상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해당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변경된 색상은 ‘새로만들기’ 를 눌러 새로운 구성표로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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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키보드맵핑 

 

IBM 호스트 단말기의 키보드 레이아웃을 PC 키보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메뉴에서 [환경설정 – 일반기능 – 입력장치] 를 선택하면 키보드 매핑이 나타난다. 

 

 

1) 키맵파일 우측의 편집 버튼을 누르면 다음의 Keyboard Map Editor가 실행된다. 

(프로그램 시작메뉴에서도 단축아이콘을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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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키보드의 그림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103 Key Keyboard 로 되어 있다.  

 Windows System의 Keyboard가 103 Key로 되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 Ctrl 

Key 등을 사용할 수 없다. 

 

3)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Key는 현재 어떤 값으로 Mapping 되어 있는것을 나타내며, 그 

위에 마우스를 옮기면, 위 그림의 Enter과 같이 현재 설정된 키값이 나타난다. 나머

지는 Mapping 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키 값이 그대로 사용된다. 

 

  키값을 바꾸고자 할 때. 

(예1:  키패드의 Enter Key를 NewLine 값으로 바꾸고자 할 때) 

 

가. 바꾸고자 하는 키를 Click 하면, 다음의 화면이 나타난다.  

 

 

디스크립션 : 이 키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파란색으로 되어있지 않은 키는 맵핑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맵핑없음’이라

고 표시된다.) 

라벨이름   : 이 키에 대해 그림에 표시되는 이름이다. 

터미널 키  : 현재 이 키에 맵핑되어 있는 키값을 의미한다. 

 

나. 터미널 키의 오른쪽 아래화살표를 Click하면, 정의할 수 있는 모든 

 3270 Key 값들이 모두 나타나는데, 그 중에 {NEWLINE}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디스크립션과 라벨이름이 바뀐다. 

다. 확인  을 Click 한다. 

라. 메뉴에서 파일 – 저장을 Click하여, 저장한다. 이 때의 default로  

저장되는 파일은 default.kbm 파일이다.   

* 환경설정- 일반기능- 키보드 참조. 

 

☞ 주요 키 

{ENTER} :  SEND KEY (전송키) 를 의미한다. 이 키가 눌려야 입력된 화면이 호스트

로 전송된다. 

{RESET} :  INHIBIT(입력금지) 를 해제한다.잘못된 필드입력(예:숫자필드에 영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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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등)으로 인한 입력금지 상태를 해제한다.(아래 OIA 상태라인에 INHITBIT 임

을 표시) 

 

{CLEAR} : 클리어 키 

이외 키는 Keyboard Map Editor 를 참조하거나 IBM 터미널 단말기의 키보드 레이아

웃을 참조한다. 

 

☞ OIA 상태라인(Operation Information Area) 이란? 

 

현재 호스트에 접속되어 있는 세션에 대한 상태 정보를 담고 있다. 

 

 

  

 

SSCPLU: VTAM 접속상태 

LULU,PLU: APPLICATION 접속상태 (PLU) 

NVT:    NVT Mode(non3270Mode) 

세션상태 호스트 커서위치 IME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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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프린터 설정 및 인쇄하기 

 

메뉴에서 [환경설정 – 프린터] 를 차례대로 선택하면 아래처럼 프린터 설정화면이 나타난

다. 

 

 

1) 프린터설치 

 

가. 프린터 선택 : 현재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가 나타나며, 

원하는 프린터로 지정한다. 

 

나. 인쇄방식 

A. 그래픽 모드 : 윈도우즈 프린터 드라이버를 통해서 Graphic Mode로 출력이 

된다.윈도우즈의 글꼴을 사용할 수 있다.  

B. 텍스트모드 인쇄 : 도스의 BIOS 와 같은 직접인쇄방식으로써, LPI,CPI등 

프린터 제어코드의 사용이 가능하다.(출력 데이타는 그래픽 모드와 같이

Windows Spooler 를 통해서 나감) 

*IBM 호스트에서 내려오는 각종 제어코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 모드로 

프린터를 해야 한다. 그리고 프린터는 반드시 PCL 전용 프린터가 아닌 완

성형 한글인 KS Mode를 함께 지원하는 기종을 사용해야 한다. 

 

C. 파일로 캡쳐 : 프린터 데이터를 인쇄하지 않고 파일로 저장할 경우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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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기존파일에 이어쓰기 : 파일이 이미 존재할 경우 기존내용 뒤에 추가하

여 저장한다.. 

- 항상 새 파일로 생성 : 기존파일이 존재해도 무시하고 새로운 파일로 

생성한다. 

- 둘다 체크를 하지 않으면 : 확장자 001,002 ….,형태로 각기 다른 파일

로 생성한다. 

파일이 생성되는 Default Directory는 OPENTERM 설치Directory\Data이다. 

 

2) 기본옵션 

 

가. 그리드라인 인쇄 : 선문자(Grid Line) 가 인쇄되게 한다. 

나. 공백라인 건너뛰기: 중간에 공백라인이 있으면, 인쇄를 하지 않는다. 

다. 인쇄후 기본폼피드 수행 : 용지절약을 위해서 연속 출력시 이 옵션을 해제한다. 

라. CR to CR : CR(Carrage Return,0x0D) 를 어떤것으로 변환할 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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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페이지/여백 

 

 

가. 페이지당 최대 라인수(LPP): LPP사용을 체크하면 입력된 라인수가 되면 호스트

에서 폼피드 문자가 내려오지 않아도 자동 폼피드(Formfeed)를 수행한다. 

:페이지 설정에서 설정된 한페이지의 라인수를 되면 자동적으로  폼피드를 한

다. 

 

나. 여백설정 사용 : 여백을 설정한다. (LU1, LU3 모두 적용가능) 

(참고: CICS등 거의 모든 조회 화면은 LU3 타입 화면에 해당하며 통상 TSO는 

LU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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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꼴 

 

 

 

가. 그래픽(GDI)폰트 : 폰트와 크기를 지정한다. 

* 앞의 18페이지에 있는 프린터 설치에서 ‘그래픽 모드’로 했을 경우 적용된

다. 

 

 나. 프린터 자체글꼴 선택 사용 : 선택하면 프린터의 내장된 글꼴을 사용할 수 있

다. 

      

다.  LPI사용 , CPI사용: LPI 및 CPI 를 프린터로 보내겠다는 의미이다. 

3에서 8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을 선택하면, 프린터 기기 자체에 설정된 

값은 무시되며, 선택하지 않으면 프린터 기기 자체에 설정된 값이 적용된다. 

   

(## 주의 : 삼성 ML-68H 계열 프린터는 이 값을 반드시 해제한다.) 

 

*사용자 정의값 : 표준 KS코드의 LPI, CPI 제어코드는 1B 63, 1B 71 으로 시작

하지만, 그렇지 않은 프린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프린터 매뉴얼을 참고

하여 LPI, CPI 제어코드를 입력한다. 

 

라. MPP 사용 : 페이지당 줄 수를 지정한다.LPP 와 비슷한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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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설정값 

가. 호스트 SO/SI 를 공백문자로 변환하여 출력: 

 SO/SI문자를 SPACE(공백)으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주) SO/SI : Shift Out/ Shift In : 한글과 기타문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한글

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문자로 한글의 앞과 뒷부분에 포함되어 있

다. 

 

가. New Line 을 Double Space 로(LU3) : LU3를 인쇄할 때, 라인간격이 2배(Double 

Space)로 된다. 

주) Printer LU type은 LU1과 LU3가 있다. LU1은 TSO, ROSCOE 등에서의 인쇄를 

말하며, LU3는 CICS, IMS등에서의 인쇄이다. 

 

나. 인쇄후 자동폼피드(LU1) : LU1 인쇄 후 자동적으로 폼피드한다. 

다. 인쇄후 자동폼피드(LU3) : LU3 인쇄 후 자동적으로 폼피드한다. 

라. 쓰레기 문자 출력 방지 : 화면이 깨질 경우 체크한다.(기본값) 

마. 컬럼 0 이외의 폼피드(Formfeed) 무시 : 원래 폼피드 문자는 현재 Line의 첫번

째 컬럼에 내려오지만 다른 일반 문자들 뒤에 내려온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로 

인쇄가 맞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 선택한다. 

바. 컬럼 0 의 CR(Carrage Return) 무시 : CR 은 컬럼 1 이상에서 내려오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지 않아 인쇄물의 줄이 모두 아래로 1줄이상 밀려서 출력이 되

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현재 Line 의 첫번째 데이터로 CR 이 내려온 경우를 무

시하여 호스트 프로그램의 수정없이도 정상적인 인쇄를 유도하는데 사용된다. 

   

☞ CTRL + ALT + P 를 누르면 온라인 인쇄를 할 수 있다.(키매핑에서 설정) 

 

6) 프린터 설정정보(PSI) 의 활용 (Printer Setting Information) 

 여러 종류문서를 인쇄할 경우 앞의 매우 복잡한 프린터 설정값을 매번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 불편함을 덜기 위해 인쇄할 문서별로 미리 설정값을 저장하여 필요

할 때 마다 불러와 이용하면 매우 편리하다. 

 

아래의 프린터 설정화면 에서 설정정보 구성(Edit PSI)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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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설정추가 및 제거버튼을 이용하여 새로운 설정의 추가 및 삭제를 한다. 

 

Default Directory : OPENTERM 설치 디렉토리\PSI 예) C:\OPENTERM\PSI  

 

☞ 세션 연결된 이후의 프린터 설정변경 

프린터 설정값은 사용 중에 바꾸면 프린터 세션을 종료,재연결 하지 않아도 바로 적용

이 된다. 프린터 세션을 연결하여 이미 사용중인 때에 바꾸고자 할 때는 좌측 밑에 열

려있는 프린터 세션을 클릭하면 환경설정에서 보았던 똑같은 프린터 설정 화면이 나타

난다. 

 

 

 

 

 

 

 

 

 

 

 

 

 

Cl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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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파일송수신 

 

[환경설정 – 파일전송]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파일전송을 설정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1) 호스트 전송 환경 : TSO, CICS, CMS 중에 한가지를 선택한다. 

ROSCOE(Application의 일종)는 TSO를 선택한다. 

2) 호스트 프로그램명 : 기본정보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한다. 

APVUFILE 로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다.이 값은 각 호스트 

환경에서 제공하는 APPLICATION 이름으로 바꿔줘야 한다. 

 

3) SOSI 추가(up) 삭제(down) : 파일을 Host로 Upload 시에는 SO/SI가 추가되며, 

Host로부터 Down시에는 SO/SI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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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스트 파일이름 : 호스트 데이터 셋 이름을 입력한다. 

5) 전송옵션 : 호스트 파일송수신 프로그램에 파라미터로 넘길 옵션명령을 선택한다. 

ASCII : 아스키 모드 전송,BINARY : 바이너리 모드 전송 

CRLF  : CRLF 추가 , SO/SI : SO/SI 추가삭제 ,NOCRLF: CR/LF 추가안함 

*호스트의 레코드를 파일로 받기 위해 통상 ASCII CRLF 옵션을 함께 사

용하며 한글이 있으면 SO/SI 옵션도 체크하여 포함하여 사용한다. 

 

☞ CR: Carrage Return 으로 현재 위치를 현재 Line 처음으로 이동한다. 

(10진수:13,16진수:0X0D,C언어 문자표기:’\r’) 

LF: Line Feed 로 현재 위치를 다음 Line 으로 이동한다(컬럼은 유지) 

(10진수:10,16진수:0X0A,C언어 문자표기:’\n’) 

따라서 CR/LF (‚\r\n‛)는 NEWLINE(다음 Line의 처음으로 이동) 과 같은 의미이

다.여기서 현재 위치의 주체는 프린터 일때는 프린터 헤더,파일 일때는 파일포인

터의 위치를 뜻한다. 

 

6) 고급옵션 

: 기본 옵션 보다 자세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기본값으로 아래 3개 항목이 

선택되어 있다.파일 전송이 안되거나 파일 전송 환경이 다르면 사용자의 환

경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업로드 옵션 : 이 기능은 고급 사용자(호스트 개발자,운영자 또는 업무 담당자) 

이외에는 함부로 설정 하지 않는다. CICS 는 해당이 안되며 TSO 와 CMS 에서만 적

용할 수 있는 옵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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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파일을 수신 할 때  

 

메뉴에서 [전송 – PC로 다운로드] 를 차례대로 선택하면 다음화면이 나타난다. 

 

 

1) 전송 환경 : 앞페이지에서 설정된 바와 같이 TSO, CICS, CMS 중에 하나가 나타난다.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2) PC 파일이름 : 파일을 수신 받아서 저장할 이름을 입력한다.  

저장장소는 default로 OPENTERM 설치 Directory\data 에 저장이 되며,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3) 호스트 파일 이름 : 실제로 다운로드할 호스트의 Data Set Name을 입력. 

4) 데이터 멤버이름 : Member 이름을 입력한다. Data Set Name만 입력할 경우에는 

(Partitioned Data Set) 굳이 입력할 필요가 없다. 

5) 패스워드 : Data Set이나 Member에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으면 입력을 해야 다운로

드받을 수 있다. 

6) 공백추가 : 파일을 받을 때, SO/SI부분에 공백이 추가된다.(고급옵션에서 설정) 

7) 다운로드 파일이 존재하면 이어쓰기 : 기존파일의 내용 뒤에 추가 되는 것이다.  

(고급옵션에서 설정) 

8) ASCII 코드로 변환 : Host 의 EBCDIC 코드를 ASCII 코드로 변환한다. 

대부분의 TEXT 파일은 이것을 설정해야 한다. 

(전송옵션의 ASCII 코드 체크박스를 선택한다) 

9) CR/LF 붙이기 : 수신한 파일의 각 레코드 뒤에 CR/LF를 붙인다. 대부분의 TEXT 파일

에 이 옵션을 사용해야 한다(전송옵션의 CR/LF 체크박스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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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확인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전송상태를 나타내는 화면이 나타나며, 오른쪽에 수신

되는 바이트수가 표시된다. [자세히] 버튼을 누르면 해당 명령을 볼 수 있다. 

 

 

 

☞ 실제로 파일을 송신 할 때  

 

메뉴에서 [전송 – HOST로 업로드] 를 차례대로 선택하면 다음화면이 나타난다. 

 

파일수신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며 설정값의 의미와 이후의 동작은 파일을 수신할 때와 동

일하다. 

 

☞ 여러 개의 파일을 전송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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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에서 [전송 – 파일 배치 전송] 을 차례대로 선택하면 다음의 화면이 나타난다. 

매번 터미널 화면에서 명령을 치거나 파일전송을 위해 키보드.마우스 조작을 하지 않아

도 송신과 수신할 파일을 미리 지정한 후 배치작업으로 파일전송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다.  

 

12. 매크로기능 

 

OPENTERM TN3270 Emulator에는 매크로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편리한 작업환경을 제공한다. 

매크로 기능이란 사용자가 매번 반복되는 작업을 기록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손

쉽게 불러와 재생하는 기능이다. 

 

1) 기록 

가. 매크로를 기록할 하고자 하는 첫 화면에서 시작한다. 

(보통 연결 후 첫 화면이 될 것이다) 

나. 메뉴에서 [매크로 – 매크로 기록] 을 차례대로 선택하면 다음화면이 나타난다 

기록할 파일명을 준다.(예. ROSCOE, CICS – 작업하는 성격에 맞는 이름을 준

다). 열기버튼을 누르면 ROSCOE.mrc, CICS,mrc 의 파일로 기록이 시작이 된다.  

(OPENTERM 설치 Directory\macro에 저장, 기본설치값:C:\OPENTERM\Macro) 

 

다. 기록하고자 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한 후, 기록을 멈추고자 할 때에는 메뉴에서 

[매크로 – 매크로 기록중지] 를 차례대로 선택하여 중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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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생 

가. 재생하고자 화면으로 간다. (기록할 때의 첫 화면과 같아야 실패율이 없다) 

나. 메뉴에서 [매크로 – 매크로 재생]을 선택하면 다음 화면이 나타난다. 

 

*모든 세션에서 매크로 실행을 하려면 고급기능의 매크로 옵션을 참조한다. 

 

다. 기록한 파일 중에서 재생할 파일은 선택한 후 열기를 선택하면 기록한 내용이 

그대로 재생된다.  

 

13. 입력장치 

환경설정(Preference) 창에서 [일반기능 – 입력장치]를 차례대로 선택한다. 

 

1) 키보드 매핑 : 키보드 맵 에디터를 호출한다. 

2) 키보드 옵션 : 키보드와 관련된 옵션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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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Hot Key Exit : 키매핑 {SSNESCAPE} 기능으로 세션을 종료한다. 

② INSERT MODE TOGGLE : INSERT 키를 누를 때 토글을 허용한다. 

③ 키보드 버퍼링 : WAIT 상태에 있어도 입력된 키를 LOSE 하지 않도록 

모두 버퍼링 하여 처리한다. 

④ Caps Lock ON : 프로그램 시작시 Caps Lock 를 ON 시켜 대문자 입력이 

즉시 가능하도록 한다. 

⑤ 최근명령 기억 : 최근에 입력했던 명령어들의 히스토리를 저장하고 불

러온다. 

3) 마우스 옵션 :  

① 호스트커서 위치이동 : 마우스 클릭한 위치로 호스트 커서를 이동 시

키는 기능. 

② 기본동작: 마우스 기본 작동 모드로 복사,블록복사,붙여넣기등을 수행

한다. 

③ 텍스트 전송,텍스트를 펑션키로 전송: 클릭한 화면의 텍스트를 호스트

로 전송한다. 

4) 우측 버튼을 팝업 메뉴로 사용 : 우측 버튼시 마우스 옵션의 기능 대신에 팝업메

뉴 기능이 뜨도록 설정한다. 

 

14. 세션 타임아웃 기능 

환경설정(Preference) 창에서 [통신기능 – 타임아웃]을 차례대로 선택한다. 

연결되어 있는 세션이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해제되어 세션이 닫히게 한다.

이 기능은 호스트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Performance를 줄이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또는 접속해제 대신에 특정 명령문구를 호스트로 전송하도록 하는 타임아웃 예약 전송기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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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임아웃을 적용할 세션을 체크박스 목록에서 선택한다. 

2) 어떠한 상태에서 타임아웃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옵션을 선택한다. 

키보드 입력이 없을 때 / Inbound 데이터가 없을 때 / Outbound 데이터가 없을 때 

3) 세션을 끊지 않고 대신에 호스트로 특정 명령을 보내려면 부가기능 옵션을 선택한

다. 

 

① 다음의 키보드 입력이 검색된 경우로 ‘대체명령 전송’을 제한함: 

입력된 문구가 해당 화면에 표시된 적이 있는 경우만 대체명령을 전송한다. 

② 매번 다시 검색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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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검색이 된 경우, 해당 세션에 계속 적용할 지를 설정한다. 

③ 기타옵션 – 키입력이 있어야 작동: 키입력이 있은 후에야 대체명령 기능이 활

성화. 

④ 기타옵션 – 프린터세션 활성화시 사용안함 : 프린터 세션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 해당 LU3 화면 세션의 상태에 따라 BINDING 된 프린트 세션이 죽을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이 옵션을 ON 하도록 한다. 

 

☞ 세션 타임 아웃 기능을 이용한 자동 전송 기능 

세션이 타임아웃 되었을 때 세션연결을 종료하는 대신에 지정된 사용자 명령 문자열을 

호스트로 보내는데 활용하는 부가기능이다. 

 

 

위의 화면에서 세션과 옵션을 선택한 다음 부가기능에 [세션을 끊지않고 아래의 ‘대

체명령’을 전송함] 을 체크하고 호스트로 전송할 명령문자열을 입력한다. 

일반 호스트 어플리케이션 명령을 입력할 수 있으며 호스트 펑션키와 혼용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전체 명령어의 텍스트 길이는 128 이하로 입력 할 수 있다. 

단, 호스트 펑션키는 본 에뮬레이터 OPENTERM 에서는 키보드 매핑 문자열처럼

{‘ 와’}’사이에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CLEAR ,ESC 키 : {CLEAR} 

엔터키(전송키): {ENTER} 

F1 등의 펑션키: {F1} 

이 매핑값들은 키보드 매핑의 값을 그대로 사용가능하며 키보드 매핑 에디터의(아래 

화면) 특정 키를 클릭하면 자세히 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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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IME 설정 

 

환경설정(Preference) 창에서 [일반기능 – IME 설정]을 차례대로 선택한다. 

이 기능은 윈도우즈의 한글 입력기(IME)에 대한 설정을 담당한다. 

반자모드란 영숫자 처럼 1Byte를 ,전자모드란 한글이나 특수그림문자 와 같은 2Bytes 의 

문자바이트 체계를 가리키는 용어이다.특별하지 않는 한 설치시 설정된 기본값을 유지한다. 

 

  

 

 

 

전자토글 단축키는 ALT + ‘=’ 문자를 동시에 누르거나 키보드 매핑에서 {JUNJATOGGLE} 

로 매핑된 키로 토글하여 사용할 수 있다. 

 

16. 알람기능 

 

환경설정(Preference) 창에서 [일반기능 – 알람기능]을 차례대로 선택한다. 

 호스트의 WCC(Write Control Code) 바이트 정보에 의해 내려오는 비트알람 ON시 PC의 에

뮬레이터는 Beep 음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때의 Beep 음을 다른 멀티미디어 음악파일

로 재생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상태를 나타낸다 

전자상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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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통옵션 

 

환경설정(Preference) 창에서 [통신기능 – 공통옵션]을 차례대로 선택한다. 

 

1) Zero Byte Packet Detect : 서버가 소켓 접속을 강제로 해제(Close)한 경우 발생

한다. 이럴 경우 에뮬레이터가 비정상 종료되지 않도록 예외처리를 수행하게 한다. 

2) SO/SI 옵션 : 한글 앞뒤에 나오는 SO(Shift Out) 와 SI(Shift In) 가 Pair가 맞지 

않는등 비정상적인 경우에 대한 예외처리를 수행하게 한다. 

3) OIA Status Line 에 HOST Cursor 표시 : OIA 상태창에 화면 커서(캐럿)의 위치를 

표시하게 한다. (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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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프로토콜 

 

환경설정(Preference) 창에서 [통신기능 – 프로토콜]을 차례대로 선택한다. 

TN3270E (RFC1647) 에 관한 규약을 설정한다. 특별하지 않으면 기본값을 변경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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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네트워크 

 

환경설정(Preference) 창에서 [통신기능 – 네트워크]를 차례대로 선택한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Lan Card)를 여러 개 사용하는 환경에서 호스트 접속이 원활

하지 않을 경우 접속을 원활하게 유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기능이다. 

이럴 경우 호스트 LU이름이 사용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Requested LU is 

Unavailable’ 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접속이 되지 않을 것이다. 

 

두개 이상의 Lan Card 사용시에는 윈도우즈 OS에 의해 먼저 로드되어 기동된 네트워크 

어뎁터 및 IP가 기본값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값이 그대로 소켓을 통해 GateWay에 전

송된다. 이때 GateWay가 자신의 대역폭에 있지 않은 클라이언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설정

되었거나 방화벽 같은 보안이 존재하면 이와 같은 메시지가 표시되며 접속이 실패한다. 

 

이러한 보안과 관련한 운용 및 설정을 해제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OPENTERM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선택기능을 이용하여 Gateway 접속에 사용할 LanCard 를 선택, 로컬IP를 강

제로 지정함으로써 이러한 네트워크 특성문제를 해결하여 호스트에 정상적인 접속을 할 

수 있다. 

 

 

Lan Card가 2개 이상인 경우,호스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면 다음 순서에 따라 설정해보

자. 

1) 장치 검색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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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 카드(랜카드) 목록이 표시되면 해당 Gateway (세션설정의 호스트 주소)

와 접속이 원활한 IP를 선택한다.(통상,IP의 앞 부분 클래스가 동일함) 

 

3) 확인을 누르고 세션연결을 시도한다. 

이때 상태라인의 로컬IP 정보에는 #2,IP 형태로 표기되어 접속된 상태를 알수 있

다. 

‘#’다음의 번호는 여러 개의 랜카드 중에서 일련번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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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스타일 

 

환경설정(Preference) 창에서 [화면설정 – 스타일]을 차례대로 선택한다. 

세션탭바와 플러시패드의 스타일과 메인화면 배경에 표시할 이미지파일을 선택할 수 있

다. 

 

플러시패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마우스 장치로 비쥬얼하게 키입력을 처리하는 화상 키보드

를 말한다.원하는 키의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명령을 보낼수 있다. 

 

 

 

☞ 플러시패드 편집기 

메뉴에서 [플러시 – 플러시 패드 편집] 을 차례대로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플러시 편

집기가 나타난다. 이 편집기로 기존의 플러시 파일을 불러와 수정을 하거나 새로운 플

러시 파일을 생성할수 있다. 이렇게 작업된 플러시 파일은 OPENTERM 에서 불러와 바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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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플러시 파일 불러오기 

 

1) 파일메뉴에서 FPD 파일 불러오기를 실행한다. 

(파일의 기본위치는 OPENTERM 설치 Directory\FlashPad에 있다) 

다음과 같이 버튼 레이아웃이 표시된다. 

 

2) 수정하려는 버튼에서 더블클릭 하면 다음과 같은 속성창이 열린다. 

여기서 원하는 항목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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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트롤을 추가하려면 ‘도구’ 메뉴의 ‘새 컨트롤 추가’를,삭제하려면 ‘선택된 

컨트롤 삭제’ 메뉴를 이용한다. 

4) 버튼의 레이아웃 디스플레이를 변경하거나 이동하려면 마우스로 클릭하여 Drag & 

Drop 한다. 

5) 버튼의 Alignment를 맞추려면 ‘레이아웃’ 메뉴나 하단의 툴바(아래그림)을 이용

해 조절한다. 

 

 

새 플러시 파일 작성하기 

도구메뉴에서 ‘새 템플릿 생성’을 클릭하면 빈 작업영역이 나타한다.이후의 절차는 

기존파일 불러오기 부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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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레이아웃 

 

환경설정(Preference) 창에서 [화면설정 – 레이아웃]을 차례대로 선택한다. 

전체화면으로 전환시 표시할 도구바와 세션창(터미널창) 에 디스플레이될 텍스트의 정렬

상태에 대해 설정하는 기능이다. 

 

전체화면을 설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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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급기능 

 

환경설정(Preference) 창에서 [고급기능]을 선택한다. 

호스트 N-Bytes 한글 코드체계와 매크로의 실행 기능,LU3 화면 필드속성에서의 문자처리

와 Hidden 속성필드를 이용한 비밀번호 표시 기능을 지정할 수 있다. 

 

 

 

호스트와 통신중에 402 에러가 OIA 상태 라인에 떨어진다면 402 에러처리 옵션을 ON 또

는 OFF 하도록 한다. 

 

23. 언어설정 

 

메뉴에서 [설정 – 언어설정]을 선택한다. 

현재(버전 5.0.1 이상), 영문과 한글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설정 후 에뮬레이터를 

재기동해야 해당 언어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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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누르면 다음처럼 재기동 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모든 세션이 끊기고 

OPENTERM이 자동으로 종료된다.따라서 미리 세션창의 해당 작업을 마무리 해야한다. 

 

바탕화면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시작메뉴 - 프로그램 그룹 – OPENTERM 그룹폴더의 

OPENTERM을 클릭하여 다시 기동하면 원하는 언어로 기동될 것이다. 

 

24. HLLAPI 설정 

 

에뮬레이터는 호스트와 사용자 커스텀 프로그램 사이에 정보제공을 하는 HLLAPI(또는 

EHLLAPI,할라피) 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HLLAPI: High-Level Language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EHLLAPI: Emulator High-Level Language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EHLLAPI 는 Mainframe 컴퓨터와 MS-Windows 워크스테이션 사이의 상호작용을 제공하며 

EHLLAPI를 이용해 사용자에 의해 작성된 프로그램은 다음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Allow easy access to host applications 

  Conceal host applications from the end user 

  Customize existing and new host applications 

  Increase user productivity 

  Reduce new application learning curves 

  Regulate host computer response time and availability 

  Simplify complicated tasks 

  Standardize and automate repetitive computer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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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TERM HLLAPI 제품은 다음의 모듈들이 함께 설치되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XHLLAPI.DLL  

 XHLLSVR.DLL 

 XHLLAPI.INI 

 XHLLDEMO.EXE 

 APIDEMO.EXE 

 DYNACALL.EXE 

 

HLLAPI를 사용하려면 다음의 절차에 의해 빠짐없이 순서대로 설정한다. 

 

1) 환경설정 창을 열어 일반기능을 선택한다. 

2) 시작 옵션의‘HLLAPI 사용’을 선택한다. 

 

3) OPENTERM을 종료하고 다시 기동 한다.(윈도우즈 재시작 필요없음) 

4) 환경설정 창을 열어 통신기능을 열고 설정 버튼을 눌러 세션설정 화면을 띄운다. 

 

HLLAPI Short Name 을 반드시 대문자 ‘A’ ~ ‘Z’사이의 값으로 입력한다. 

통신 세션마다 중복되지 않은 고유의 값이어야 한다.첫번째 세션의 경우 ‘A’라고 

입력 하도록 하자. 

 

5) 작동 확인하기 

OPENTERM 설치 디렉토리의 XHLLDEMO.EXE 나 시작-프로그램메뉴의 OPENTERM 그룹폴더

에 포함되어 있는 HLLAPI Demo 단축 아이콘을 실행한다. 

아래 화면처럼 HLLAPI 데모 화면이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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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Short Name을 묻는 창이 뜨면 접속 하고자 하는 

세션의 Short Name과 똑같이 입력한다.(‘A’라고 입력하자) 

 

COPYPS 버튼을 눌러 호스트 화면을 가져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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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입력키를 전송하려면 SEND KEY 버튼을 누른다. 모든 작동을 완료하려면 

DISCONNECT 버튼을 누른 후 EXIT DEMO 를 클릭하여 데모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 기타 개발에 관련된 HLLAPI 자료는 HLLAPI 개발자 레퍼런스를 참조바람.  

* HLLAPI는 OPENTERM과 마찬가지로 OPENTERM 에뮬레이터와 PAIR를 이루는 제품으로써 

주어진 라이센스 외에 무단 복제/배포할 수 없음(개발자 레퍼런스, HLLAPI Library

용 LIB/DLL 등 개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포함) 

 



 OPENTERM User Reference Manual  

 

 
2bcomnet.com 

 

47 

25. 사용자 프로그램의 HLLAPI I/F 를 위한 설정 

 

1) 환경설정 창에서 일반기능을 선택한 후 시작 옵션의‘HLLAPI 사용’을 선택한다. 

 

2) 환경설정 창에서 통신기능을 선택한 후 세션목록 중 첫번째 세션을 더블클릭 한다. 

 

3) 세션 설정 창이 나타나면 다음의 순번대로 정확히 기입한다. 

 

Click! 

① Gateway 주소입력 

② 모델타입IBM-3278-2-E선택 

③ TN Protocol 선택 ④ Port입력 

⑤ LU이름입력 

⑥ TN3270E선택 

⑦ 대문자 ‘A’ 입력 



 OPENTERM User Reference Manual  

 

 
2bcomnet.com 

 

48 

Gateway 와 Port 그리고 LU 이름은 시스템 관리자 혹은 담당자에게 문의한다. 

프린터 세션의 경우 모델타입은 ‘IBM-3287-1’을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세션 목

록의 맨 마지막 5번째 세션에 설정 하도록 한다.프린터 세션은 1개만 사용가능 하다. 

 

4) 랜카드가 2대 이상인 경우에 다음처럼 호스트에 접속할시 사용할 랜카드를 지정해주

어야 한다.어떤 카드가 기본값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호스트의 접속이 성공/실패를 

번복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관련:시작 및 연결 또는 네트워크 설정을 참고

한다) 

① 환경설정창 – 통신기능 – 네트워크 를 선택한후 ‘장치검색’버튼을 누른다. 

 

②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선택’창에 나타난 목록 중에 적당한 랜 카드를 선택

한 후 더블클릭 한다.Gateway 접속이 되는 대역의 IP로 선택하여야 한다. 보

통 첫 IP 구분 값이 동일하다.예) 203.X.X.X 

 

이 기능을 사용중에 자신의 로컬 IP가 변경되면 다시 설정 해줘야 한다. 

 

5) (E)HLLAPI를 이용한 I/F 기능 사용중에는 OPENTERM 의 사용자 OPERATION은 절대 하

지 말아야 한다. HLLAPI를 이용하여 OPENTERM 에 GET/PUT 인터페이스 하는 과정에서 

OPENTERM을 임의로 키보드,마우스로 조작하여서는 호스트와의 I/F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수 있으므로 I/F 사용중에는 OPENTERM 의 불필요한 조작은 반드시 유의 하여야 

한다.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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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FAQ:문제해결을 위한 자주묻는 질문/답변 모음 

 

메뉴의 [도움말 –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FAQ)] 를 차례대로 선택하거나 아래모양의 툴바 

아이콘을 클릭하면 좀더 다양하고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1. 온라인인쇄가 출력이 전혀 되지 않는다. 

1) 프린터를 끈 후, 다시 켜본다. 

2) 프린터세션을 종료하고, 다시 연결해 본다. 

 

2. 프린터 사용시 문자가 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환경설정-프린터-글꼴: LPI사용, CPI사용을 선택하지 않는다. 

 

3. 프린터를 할 때, 글자간격이나 문자간격이 깔끔하지 않고, 깨진다. 

환경설정-프린터-프린터설치 

- 프린터선택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인쇄방식이 텍스트모드인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사용하는 프린터가 KS mode를 지원하는지 확인한다. 

 

4. 프린터시 용지의 종이절약을 위해서 한 페이지에 꽉 채워서 프린트 할 때. 

환경설정-프린터-기본옵션: 인쇄후 폼피드 수행을 선택하지 않는다. 

 

5. 화면인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 

1) 파일- 화면인쇄 를 선택한다. 또는, Ctrl+P를 입력한다. 

(과거 사용했던 Print Screen Key는 window에서는 사용할 수 없슴). 

 

6. 모든 인쇄할 때, 프린터로 출력하지 않고, 파일로 저장하고자 한다. 

환경설정-프린터 : 파일로 캡처를 선택한다. 

 

7. 출력물의 줄간격 이나 글자간격 을 바꾸고자 한다. 

프린터자체의 CPI, LPI값을 변환한다. 

 

8. Key Pad의 Enter Key의 기능이 되지 않는다. 

환경설정-키보드 맵핑 을 선택하여 해당키 값을 {ENTER}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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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결시 ‘Requested LU is Unavailable’ 이라는 메시지가 자주 나온다.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10초 정도 후에 다시 해 본다. 

(CIP Gateway 의 경우는 Gateway가 LU 해제를 늦게 하여 방금 전에 접속해제 했던 LU

를 다시 접속하려면 Gateway의 딜레이 시간만큼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 증상은 동일한 LU 이름을 사용하거나 둘 이상의 랜카드 사용을 한다면 Gateway(호

스트 주소) 와 다른 대역의 로컬 IP 인 경우에 이 메시지가 나온다. 

(조치법:시작 및 연결 또는 네트워크 부분 참조) 

 

10. 연결시 ‘connection on socket failed’ 가 나온다. 

네트워크 케이블이 빠져있는지 점검하고 PING 검사를 한 후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

한다. 랜카드가 적절히 기동 되었는지 기기자체와 드라이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은 IFCONFIG 으로 랜카드가 인식여부와 Loopback PING 으로 정상기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IFCONFIG 

PING 127.0.0.1 또는 PING LOCALHOST 

 

문제가 없다면 랜 카드에 설정한 Gateway 또는 PING이 허용된 다른 서버 로 PING 검사

를 한 후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11. 프린트시 오른쪽 부분이 짤리면? 

텍스트모드 인쇄시 글꼴탭 설정에서 CPI의 값을 더 크게 늘려준다.또는,프린터의 LCD

메뉴에서 CPI의 크기를 잡아주는게 정석이다.그래픽모드 인쇄시 프린터 LCD메뉴의 용

지여백을 10mm이상 잡아주거나,OPENTERM의 글꼴탭의 GDI폰트에서 글꼴을 FIXED 폰트

(예:굴림체)로,크기를 좀더 작게 잡아준다. 

 

12. 화면의 문자열을 복사 / 붙여넣기 나 블럭모드로 작동 하려면? 

우선,마우스기능중 왼쪽 마우스의 싱글기능을 기본동작으로 설정한다.팝업메뉴 사용을 

해제해야 한다.마우스 클릭후 드래그 하여 선택한 후 편집메뉴의 복사를 누른다. 

블럭모드로 복사를 원할 경우, Shift키를 누른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한다. 

 

13. 파일 송수신시 [DELETE SOSI] OPTION 의 의미는 무엇인가? 

    -수신시: CHECK ON  => SOSI를 제거하고 당김. 

             CHECK OFF => 공백으로바꿈. 

    -송신시: CHECK ON  => SOSI가 무조건 들어감. 

             CHECK OFF => 공백있으면 SOSI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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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없으면 통과. 

 

14. VSE에서 MAP 데이타가 제대로 프린트 되지 않을때? 

-호스트 의 컬럼길이와 같게 프린터 제어기의 컬럼수를 맞추거나 +2 만큼 크게 맞춰라. 

 

15. 프린트출력이 line skip이 되거나  다음line(라인)이 붙어서 나오는등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호스트 VTAM에 정의한 프린터큐의 크기보다 +2 정도 크기로 프린터의 컬럼수를 

설정해보라.또한 프린터설정에서 GRIDLINE인쇄옵션을 선택했으면 선택을 OFF 해보

라.(GRID LINE이 내려오지않는 TEXT MAP DATA시) 

 

16. 세션연결시 "Requested LU Type is inconsistent with configuration." 이라는 메세지

가 뜨며 세션연결이 안된다. 

-호스트의 VTAM에 정의된 LU TYPE과 OPENTERM에 정의된 LUTYPE이 안맞는다. 

따라서 HOST VTAM에 프린터로 정의가 되었으면 통신설정의 LU를 PRINTER로 정의해야한

다. 또는,TN Server 게이트웨이의 LU Release Timeout 이 지나야한다.(CIP 게이트웨이

가 이런 현상이 심함) 

따라서,CIP Gateway를 사용중인 환경이면 세션의 접속을 해제한 후 수초의 여유를 두

고 재접속 해야한다.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