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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모르는 Mainframe Linux 의 세계   제 1 회 Mainframe 에서 Linux 가 작동하기까지  Legacy 의 Image 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Mainframe 과, Open 이라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Linux. 서로 반대극에 위치하는 이 2 개의 Technology 이지만, 실은 절묘한 조합인 것이다(편집국)  일본아이・비・엠 주식회사  Systems & Technology Evangelist 키타자와 쯔요시(北沢 強) 2008/5/26  Mainframe 은, 세계 속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단체의 기간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Mainframe 에 접촉하거나 눈으로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겠지요.  은행의 ATM 이나 자동이체를 하더라도, 비행기나 신칸센 열차의 좌석예약을 하더라도, 그 뒤에서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의 대부분은 Mainframe 이며, 우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대량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생활이나 사회전체를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 속 주요 데이터의 7 할 이상은 Mainframe 상에 있다고들 하며, 대기업의 9 할은 Mainframe 이 IT Infra 의 심장부로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Mainframe 상에서, Linux 가 가동되게 된지 벌써 8 년이 경과했습니다. 실은 세계속에서 가동되고 있는 Mainframe 의 약 3 할이 이미 Linux 가 가동되고 있고, IBM 의 Mainframe 관련 Business 의 2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소경향에 있었던 Mainframe Business 의 규모는, 2000 년을 기점으로 하여 확대방향에 있어, 이제는 가장 주목받는 Mainframe 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의 연재에서는, Mainframe Linux 의 전모에 대해 해설해 나가겠습니다. Mainframe 상에서 작동하는 Linux 그 자체를 소개한다기 보다는, Mainframe 을 모르시는 분이 Linux 를 통해 Mainframe 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 드리기 위해, Business 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역사적 배경이나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해설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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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frame Linux 란 무엇인가  이 기사에서는, Mainframe 상에서 작동하는 Linux 를 「Mainframe Linux」라 부릅니다. Mainframe 과 Linux 에 대해서는 각각 나중에 해설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PC 상에서 작동하는 Linux 와 똑같은 것이, Mainframe 상에서 작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PC 용의 것과 똑같은 Linux 가 Mainframe 에서 작동된다고 해서, 뭐가 대체 기쁘냐」라는 소박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많겠습니다만, 그 의문을 이 기사에서 풀어 나갔으면 합니다. ■ Mainframe 에 있어서 Linux 란  Linux 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분이 적겠지요. ＠IT 외의 기사에서도 해설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Mainframe 에 있어서 Linux 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Linux 는 특정 Vendor 가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Community 중에서 Volunteer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Source Code 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누구든 간단히 입수할 수 있습니다. 세계속의 수천명 규모의 개발자가 관계되어, 다양한 새로운 대처도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Linux 는, Windows 와 같은 OS(Operating System)의 일종입니다만, Linux 를 메인프레임상에서 작동한다고 하는 것은, 그 OS 그 자체에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Linux 를 둘러싼 문화 쪽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Linux 와 관계되어, 모이는 사람들의 사상・정신, 방향성, 기대・장래성 등, 문화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에게는 수명이 있듯이, 회사에도 수명이 있고, 시스템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같은 상태 그대로는 시간과 함께 노화해 쇠퇴해 나갈 것 이므로, 어떠한 신진대사가 필요합니다. 메인프레임이 40 년 이상이나 장수한 것은, 신진대사를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이며, Linux 문화의 혼잡도, 그 일환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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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ux 최대의 특징은 open source 라는 것입니다만, 실은 메인프레임도, 1980 년대까지는 open source였던 것입니다. 메인프레임을 사면, 하드웨어와 함께 OS 도 출시되었는데, 그 OS 의 Source Code 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OS 본래의 역할은, 그 이름대로, 하드웨어를 얼마나 조작하기 쉽게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당시 기술이 높은 User 에게 있어서는, OS 의 원시 코드를 변환해 Tuning 이나 Customize 를 실시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노하우나 변환된 프로그램은, 메인프레임의 User Community인 SHARE(일본에서는 일본 Guide Share)등에서 정보 공유되었습니다.  많은 연배의 메인프레임 기술자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만, 메인프레임의 문화는 Linux 의 문화와 공통점이 많다고들 합니다. 그것은, open source 를 기본으로 한 커뮤니티로부터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칼럼  메인프레임상의 UNIX  Linux 는 UNIX 같은 OS 라고들 합니다만, 메인프레임에서 작동되는 UNIX는 Linux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어, Linux 가 처음은 아닙니다.  IBM 의 UNIX인 AIX에 대해 보면, 메인프레임판으로서 1990 년에 AIX/370 이 Release 되었습니다. 또한 1993 년에는 MVS OpenEdition 이 발표되어 그것이 z/OS Unix Systems Services 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메인프레임이 닫힌 세계에서의 UNIX 호환기능이며, 종래의 메인프레임 Culture 속에, UNIX 기능만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UNIX의 User 나 개발자를 확보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UNIX용 Application 을 메인프레임에 이식하기 쉽게 한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API 의 레벨에서는 호환성이 높습니다만, 실구축면에서의 비호환 부분이 존재해, 그것이 이식 시에는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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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전까지 z/OS Unix Systems Services 에서는, UNIX 호환이라고는 하지만, 대응하는 문자 코드가 EBCDIC 뿐이었기 때문에, 이식시의 소스 코드 수정이 매우 힘들다는 예가 있었습니다. 셀에 대해서도, UNIX에서 보급되어 있는 툴이 거의 사용할 수 없다는 과제가 있었습니다(주 1). 주 1：현재의 z/OS UNIX Systems Services 는, ASCII 및 Unicode 의 Locale 을 support 하고 있어, 문자 코드에 의해 이식성이 저하되는 문제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원래 메인프레임이란  메인프레임은, 기업이나 단체의 기간 업무 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대형 컴퓨터를 말하며, 영어명이 외래용어로 표기된 말입니다. 1964년에 IBM 으로부터 발매된 System/360 이 최초의 메인프레임이며, 그 흐름에서 IBM 및 IBM 호환기 혹은 경합기를 총칭해 메인프레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사진 1). 

 사진 1 System/360(1964 년), 출전：http://www-06.ibm.com/jp/event/museum/rekishi/cpu1964a.html   메인프레임의 역사나 실구축 기술에 있어서 발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연재에서 해설해 나갈 예정입니다만,  44년이나 되는 긴 역사가 있지만, 44년 전에 S/360 상에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이, 현재의 최신 Machine 인 System z10 상에서도 그대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사진 2). 항상 완전 상위 호환을 유지하면서, 품질 개선과 기능확장을 계속해 온 점이 최대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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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고객의 투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설계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을 조달하고, 요원을 교육해 스킬을 육성하고, 방대한 요원을 투입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장기에 걸친 운용으로 데이터도 축적됩니다만, 거기에는 방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산을 계승함으로써, 투자한 것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을 관철하고 있는 것이 메인프레임입니다.  44년이나 되는 동안 세계속의 기업에서 계속 사용되고 항상 고객의 Trouble 정보나 개선 요망 등을 들어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새 궁극적인 품질과 신뢰성, 그리고 Security 와 Performance 를 가지게               System z10(2008 년) 되었습니다(주 2). 주 2：국산 메인프레임 Vendor 는, 1990 년대 후반에 메인프레임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투자를 Shift 한 모양입니다만, IBM 은 현재도 메인프레임에 적극 투자해, 고객의 요청에 부응하는 신기능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메인프레임은 Legacy 로 케케묵었다」라는 이미지를 가지시는 분이 많습니다만, IBM 의 메인프레임은 매년 1000억엔 규모의 개발 투자를 계속해 오고 있어 항상 최첨단 기술을 투입해 IT 업계의 Technology Leadership 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최초로 메인프레임에서 실구축해, 그것을 UNIX나 PC 세계에 펼쳐 나가겠다는 Step 을 밟고 있습니다. ■칼럼 「메인프레임」이라고 들으면 무엇을 연상합니까?  이 기사를 쓰기 시작하여 최초로 골치를 썩였던 것이, 「메인프레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주는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메인프레임과 관계된 전후세대 사람에게 물으면 「그것은 우리들이 만들어 온 IT 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쥬니어 세대에 물으면 「낡아서 사라져 가는 것」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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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계속 작동하고 있지만 선뜻 접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0 대 전반인 사람에게 물으면, 「본 적도 손댄 적도 없기 때문에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느 회사의 IT 기획인 A씨는, 「메인프레임은 낡고 비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회사의 운용 담당인 B씨는, 「메인프레임에서 Windows 가 작동하면 좋겠네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회사의 개발 담당인 C씨는, 「국산 메인프레임에서는 Java 는 사용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메인프레임을 하드웨어로서 받아들일지 시스템으로서 받아들일지, 혹은 운용이나 개발을 포함한 비지니스의 측면에서 받아들일지, 어떤 Maker 의 어느 제품을 상정할지에 따라, 메인프레임이라는 말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메인프레임의 유사어로서는, 「Host Computer 」혹은 줄여서 「Host」, 그리고 「범용기기」 「범용 컴퓨터」 「대형기기」 「대형 컴퓨터」 「Legacy System」등이 있어, 시스템 형태나 역사적 배경 등에 따라 다양한 호칭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영어권에서 「Mainframe」라고 불리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나, 국내에서도 카타카나 영어로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프레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에게도 물어 보았습니다만, Mainframe 이라는 말은, 기업의 IT 시스템의 심장부라는 의미가 강하지 않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메인프레임(Mainframe)이라는 이름의 유래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형 컴퓨터만의 시대부터, 미니 컴퓨터나 사무용컴퓨터가 급속히 보급되어, 다양한 컴퓨터가 혼재해 가는 가운데, 넓은 Machine Room 의 중심에 설치되는 크고 튼튼할 것 같은 상자(Frame)가 메인 컴퓨터로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애칭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출전：Wikipedia 「메인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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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모르는 메인프레임 Linux 의 세계  제 1 회 메인프레임에서 Linux 가 작동하기 까지  일본 아이.비.엠 주식회사  Systems ＆ Technology Evangelist  키타자와 쯔요시 2008/5/26 
 메인프레임 Linux 의 발현 경위  Linux 는 그 발전 속에서, 복수의 CPU 아키텍처에 대응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멀티 플랫폼 대응을 위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고, 1996 년 무렵부터 메인프레임으로의 대응을 생각하고 있던 기술자도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는, 메인프레임을 개발하고 있는 기술자 뿐만 아니라, User 기업의 기술자나 소프트웨어 Vendor 의 기술자 등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곳에서는, Linas Vepstas씨가, 1998 년부터 i370 아키텍처의 실구축을 개시하고 있었습니다. IBM 사내에서도 몇 가지의 실험 프로젝트가 존재했습니다만, 모두 실험적인 것이며, 실용 레벨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1990 년대 후반이 되자, 인터넷의 보급에 의해, Java 나 Perl 에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User Interface 로서 Netscape 으로 대표되는 Web 브라우저가 주류가 되어, 메인프레임상의 기존의 COBOL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Web이나 Java화 시키면 좋을 지가 과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IBM 사내에서 검토되었던 것이, Linux 를 메인프레임상에서 가동시킨다는 Approach 입니다. 

Main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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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독일 IBM 의 Boeblingen 연구소의 젊은이가 중심이 되어, 1997 년부터 연구가 개시되어 1998 년에는 실험적으로 작동하는 Kernel 이 완성되었습니다.  Porting 은 몇 개 이름으로 작업해, 약 3 개월에 끝났다고 합니다. Linux 가 비교적 용이하게 메인프레임에 이식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의 4가지 이유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Linux Kernel 이 이미 복수의 CPU 아키텍처에 대응이 끝난 상태이며, 다른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나 방법론이 확립되어 있었던 것  
� S/360 의 흐름을 이어받은 System z는, Linux 가 Reference Architecture 로 기초로 하고 있는 IA(Intel Architecture)의 명령 Set 을, 거의 포함하고 있었던 것  
� Linux 는 GCC(GNU C Compiler)를 전제로 하고 있어, GCC 가 이식되어 있으면 Linux 의 이식도 용이해지지만, GCC 는 이미 메인프레임에 대응되어 있었던 것  
� 메인프레임이 가지는 가상화 기능에 의해, 이식 작업이나 테스트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던 것   그런데, 메인프레임에 이식된 Linux 는, 곧바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메인프레임에 요구하는 품질이나 신뢰성의 요건을, Linux 로 만족시킬 수가 있을 지가 미지수였기 때문입니다.  IBM 은 메인프레임 Linux 의 존재를 1999 년 말까지 회사기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요전에, Pilot User 를 모집해, 한정된 고객에게 메인프레임 Linux 를 사용해 보라고 하여, 평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파일럿 고객이 메인프레임 Linux 에 가치를 발견하고 「이것을 갖고 싶다」고 코멘트했습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Maker 의 사명이기 때문에, IBM 은 메인프레임 Linux 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받아 1999 년 12월 18 일에, IBM 는 developerWorks 상에서 메인프레임용 Linux Kernel Patch를 공개했습니다.  Linux 는 특정 Vendor 가 제공하는 제품이 아니고, 저작권 등의 권리도 특정 Vendor 에 귀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Vendor 가 Linux 를 support 해, Service Business에 있어서도 Linux 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User 기업의 대부분이 Linux 에 가치를 인정해 Linux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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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했기 때문이며, 거기에는 메인프레임 Linux 의 출현이 적지않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인프레임에서 Linux 를 작동시키는 것의 가치  PC 에서 작동하는 Linux 와 같은 것이 메인프레임에서 작동한다고 해서, 도대체 무엇이 기쁜 것인지. 처음으로 메인프레임 Linux 가 공개된 당시에는, 이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메인프레임은 이전에 비해 현격히 저렴해졌다고는 하지만, 입수 비용(Total Cost of Acquisition)으로 비교하면, PC 서버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합니다. 메인프레임은 기간 업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RAS(신뢰성・가용성・보수성)에 중점이 놓여져 있는데 비해, PC 는 격렬한 Share 분쟁과 가격 경쟁 속에서 입수 비용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 PC 에서 발전해 온 Linux 를, 일부러 메인프레임상에서 가동시키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 대답의 하나가, 서버 통합입니다.  높은 Scalability 와 Performance 를 가지는 메인프레임에서는, 가상화 기술에 의해 복수의 시스템을 1대의 머신상에서 병행 가동할 수 있습니다. 서버를 통합한 환경에서는, 하드웨어 장애가 전면 장애로 이어져 버리는 리스크가 높아집니다만, 메인프레임의 높은 신뢰성이나 가용성, 그리고 무정지에서의 보수성・확장성은, 그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억제해 줍니다.  또한, 메인프레임에는 많은 I/O 장치를 접속할 수 있어 높은 I/O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가상 서버를 많이 가동시켜도 I/O Neck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I/O 의 제어 능력은 Linux 의 I/O취약성을 보강해 줍니다.  메인프레임은 긴 역사 속에서, 운용 관리나 장애 감지 대응 기능이 세련되어 있어, 하드웨어에 실제내장되어 있는 기능은, 그대로 Linux 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가상화 OS 인 z/VM 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통합 관리가 메인프레임 품질로 실현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고효율인 통합이 가능해져, 수백이라는 여러 서버를 가상적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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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메인프레임에 의한 Linux 서버의 통합  즉, 메인프레임이 긴 세월에 걸쳐 길러져 온 고품질・고신뢰를 위한 다양한 기능과 Linux 의 오픈성・경제성 이점의 양면을 살려, 서버 통합에 따른 집약화에 의해 TCO 삭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최대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고］제 2 회 메인프레임은 긴 역사 속에서, 품질 개선과 기능 추가를 반복해 왔습니다. 말하자면, 궁극의 신뢰성을 가진 컴퓨터라고 생각합니다. 메인프레임에 대해서는, System/360 이 정보과학의 교과서에 나오는 Architecture 나 역사의 설명 이외에는, 서점에 나열된 일반 서적이나 잡지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실구축이나 기능이 어떤 것인지 의외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메인프레임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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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으로, 메인프레임의 역사를 풀어 내면서, 그 설계 사상이나 개념, 실구축에 있어서 특징 등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She made the following two terms/conditions for release; 1) You have to write that the translated documents are quoted from the articles of @IT. (출전이 @IT라는 것을 명기) => 위 본문은 @IT (http://www.atmarkit.co.jp) 기사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2) The link information, URL of @IT, shoud be included in the translated documents. (@IT의 URL을 명기) => 원문 기사를 보시려면 하단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회 Mainframe Linux의 향후 ：http://www.atmarkit.co.jp/flinux/rensai/mf06/mf06a.html 제5회 확대되는 Mainframe Linux의 적용영역 ：http://www.atmarkit.co.jp/flinux/rensai/mf05/mf05a.html 제4회 Mainframe Linux의 실구축（후편）：http://www.atmarkit.co.jp/flinux/rensai/mf04/mf04a.html 제3회 Mainframe Linux의 실구축（전편）：http://www.atmarkit.co.jp/flinux/rensai/mf03/mf03a.html 제2회 Mainframe 온고지신(温故知新) ：http://www.atmarkit.co.jp/flinux/rensai/mf02/mf02a.html 제1회 Mainframe에서 Linux가 작동하기까지 ：http://www.atmarkit.co.jp/flinux/rensai/mf01/mf01a.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