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 회 메인프레임 온고지신(溫故知新溫故知新溫故知新溫故知新)  Linux 가 메인프레임 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실히 이해한다는 전제로 이번 회에는, 메인프레임 그 자체의 특징을 해설하겠습니다(편집국)  일본아이・비・엠 주식회사  Systems & Technology Evangelist 키타자와 쯔요시(北沢 強) 2008/7/23  전회 「메인프레임에서 Linux 가 작동하기까지」에서는, 메인프레임이 도대체 어떤 것이며, 왜 거기서 Linux를 작동시키게 되었는지의 경위와 그것이 초래하는 가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에는, 그 위에서 Linux 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도, 일단 Linux 에서 벗어나 메인프레임 그 자체의 특징에 대해 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정된 지면에서 메인프레임의 모든 것은 다 말할 수 없으므로, Linux 가 가동하는데 관계된 부분, 주로 하드웨어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채택해 보았으면 합니다. 
메인프레임의 역사  최초의 상용 메인프레임인 「IBM System/360」이 발표된 것은, 1964 년 4 월 7 일의 일입니다. 메인프레임이라고는 하지만, 최초부터 고신뢰이면서 고속의 머신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긴 역사 속에서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 필요로 하게 되는 기능의 추가를 반복해 온 결과가, 현재의 메인프레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인프레임이 필요하게 된 배경과, 요청에 부응하도록 실구축해 온 기능에 대해, 역사를 되돌아 보면서 해설하겠습니다. ■ 기간 업무를 위한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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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프레임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는,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경우가 기간 업무입니다. 기간 업무란, 수발주 처리나 판매 관리, 재고 관리 등, 그 기업・단체의 사업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업무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종이와 사람손으로 처리하고 있던 업무를, 전산화(컴퓨터화) 한 것이 기간 업무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기간 업무는 처리나 데이터가 그만큼 복잡하지 않고, 정형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화하기 쉽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기업 내에는 갖가지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다, 각각 요건이나 특성이 달라, 업무간에 복잡하게 뒤얽혀 있습니다. 그 모든 업무에 범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컴퓨터로서 메인프레임 System/360 이 탄생했습니다.  360 이라는 숫자에는, 배의 Compass 를 이미지화해 「360 도의 전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S/360 등장 이전에는, 과학기술 계산용과 사무 계산용으로 각각 다른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던 것을, 1 대로 실현한 것입니다. 1 대의 메인프레임이 있으면, 어떤 업무든 컴퓨터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저는 그 위에서 계속해서 갖가지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나갔습니다.  또한 전술한대로, 메인프레임은 회사의 중심적인 업무 처리를 담당합니다. 이 때문에, 정확하고 안정되게 처리를 하여, 고신뢰의 시스템일 필요도 있어, 한층 더 엄격한 가용성 요건도 만족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기업의 사업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기간 업무 어플리케이션을 대폭 다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사용을 계속할 수가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기간 업무의 처리 형태를 보면, 크게 「온라인 처리」와「배치처리」로 나뉩니다(그림 1). 수 백대 혹은 수 천대라는 단말의 키보드에서 입력되는 데이터를 즉시 처리해, 단말 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온라인 처리이며, 야간 등에 통합해 계산 처리하거나 백업하는 것이 배치처리입니다. 



 그림 1 온라인 처리와 배치처리  전형적인 예로서는, 주간의 온라인 처리에 의해 데이터가 갱신되어 야간의 배치처리에 의해 집계된다고 하는 흐름을 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교통비 정산을 떠올려 주세요. 여러분은, 단말이나 Web 화면에서 자신이 사용한 경로나 요금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데, 이것이 온라인 처리입니다. 사원 모두가 입력한 숫자는, 월정 처리에 의해 집계되어 은행으로 보내져 자신의 계좌에 불입됩니다만, 이것이 배치처리입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은, 많은 경우 「COBOL 언어」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기간 업무 어플리케이션의 갯수입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의 기업에서는 수천개 이상으로 올리는 것도 드문 일은 아닙니다. 온라인과 배치의 비율은 3:7 정도로, 배치가 2 배 이상이나 어플리케이션 갯수가 많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간 업무 시스템에 요구되는 엄격한 요건 

배치처리배치처리배치처리배치처리 : 대량대량대량대량 처처처처리리리리를를를를 다량다량다량다량으로으로으로으로 고속고속고속고속 실행실행실행실행 
온라인온라인온라인온라인 Real time 처리처리처리처리 : 요구와요구와요구와요구와 동시에동시에동시에동시에 처리를처리를처리를처리를 실행속실행속실행속실행속 실행실행실행실행 

내일 10시까지 전부 부탁! 대량대량대량대량 입력입력입력입력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대량대량대량대량 인쇄인쇄인쇄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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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처리의배치처리의배치처리의배치처리의 예예예예 
� 불입처리불입처리불입처리불입처리 
� 매상집계매상집계매상집계매상집계 
� 저금인출저금인출저금인출저금인출 
� 좌석예약좌석예약좌석예약좌석예약 온라인처리온라인처리온라인처리온라인처리의의의의 예예예예 지금 즉시 대답을 주세요! 



 기간 업무 시스템은 기업활동의 기둥이 되는 것이므로, 시스템이 정지하거나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처리가 막히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회사의 손해로 연결되거나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주게 되고 마는 그런 사태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매우 어려운 요건이 됩니다.  특히 RAS(신뢰성, 가용성, 보수성)라는 3 가지 요소는 가장 엄격한 요건입니다. 현재에도 메인프레임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의 상당수는, 메인프레임 이외에서는 높은 RAS 요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40 년 이상에 걸쳐, 세계속의 유저로부터 전해지는 RAS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개선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성능도, 비기능 요건으로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Performance 의 관점에서 보면, 온라인 처리보다 배치처리가 성능 요건은 엄격해지는 경향에 있습니다.  온라인 처리의 경우, 인간이 키보드로 입력하는 시간이나 표시를 읽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키 입력 시간(Thinking Time)은 수 십초 단위로 비교적 길어집니다. 총사용 단말 대수를 평균 입력 시간으로 나누면, 초 당 최대 트랜잭션 수를 간단히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의 트랜잭션이 크지 않는 한은, 온라인 처리에 필요한 Capacity 는, 단말 대수와 트랜잭션의 무게로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처리 능력의 한계에 가까워지면 평균 응답 시간이 길어집니다만, 서비스 정지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응답 시간의 요건(예를 들면 3 초 이내)을 충족시키고 있으면 실제 손해는 없습니다.  한편, 배치처리에 대해서는,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허용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면 야간 배치라면 「아침 7 시까지 끝나지 않으면, 다음날 온라인 처리에 부딪쳐 버린다」라는 치명적 상황을 초래하기 쉬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치처리에서는, 주간에 온라인 처리로 축적된 데이터와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대량의 I/O처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의 갯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배치・작업의 제어 등도 복잡해집니다. 수백에서 수천 개나 되는 배치 어플리케이션을 한정된 시간에 처리하기 위해서, Job Net(복수 작업의 실행 순서 관계)을 연구해 실행합니다만, 수 십 개의 작업을 병행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0 년 전에 메인프레임에 「가상기억」이 실제 내장되어 복수의 Address Space 에서 병행처리가 가능하게 된 것은, 복수의 배치 작업을 병행 실행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많은 엔지니어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배치처리에 대해 「I/O」가 Bottleneck이 되는 경향에 있어, I/O를 얼마나 고속화하는지가 시스템 설계의 열쇠가 됩니다.  메인프레임은 원래, 펀치 카드나 테이프의 입출력을 중심으로 한 배치처리 Machine 이며, 배치처리용으로 튜닝된 Machine 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아키텍쳐로 본 경우, 다른 플랫폼과 가장 다른 것이 I/O처리 부분입니다. 배치처리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연구가 시행되어 결과적으로 높은 I/O성능을 가져, 많은 I/O장치가 접속 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멀티 패스 제어, 부하 제어, 에러 감지, Recovery 처리 등이 모두 하드웨어 속에서 실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OS 나 Appl측에서는 불필요한 일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덕분에 메인프레임 Linux 의 경우에도, 하드웨어에서 실 내장되어 있는 이러한 기능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수많은 Linux 가상 머신을 병행 가동 가능하고, 고신뢰이면서 높은 I/O능력을 그대로 이용 가능합니다.   



  제 2 회 메인프레임 온고지신(溫故知新)   일본아이・비・엠 주식회사  Systems & Technology Evangelist 키타자와 쯔요시(北沢 強)  2008/7/23 
메인프레임의 가상화 기술  Wikipedia 에 의하면, 「가상화」란 컴퓨터에 대해 자원의 추상화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물리적인 것(Resource)을 추상화해 논리적인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장치를 논리적으로 분할해 복수의 장치로 사용한다, 혹은, 다수 있는 장치를 논리적으로 묶어 1 개의 큰 장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상화 기술입니다. 메인프레임의 실구축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 「가상화 기술」입니다. 가상화 기술은, 메인프레임의 긴 역사 속에서 숙성되어 온 Technology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 기술의 종자는 S/360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만, 상용으로 본격적으로 실 내장된 것은 S/360 이었습니다. 1967 년에 S/360 상에서 가동한 「CP-67/CMS」(Control Program-67/Cambridge Monitor System)이 기원이라고들 말하고 있어 MIT 의 링컨 연구소가 최초의 유저였습니다. 이 CP-67 은, 현재의 메인프레임용 가상화 OS 인 z/VM 의 원류이며, 1988 년에 하드웨어에서 실 내장된 「PR/SM 기구」(LPAR 기능의 제품명)은, Kernel 인 CP를 마이크로코드 화한 것입니다.  40 년 전 당시에는, 컴퓨터가 매우 고가였었기 때문에, 한정된 하드웨어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혹은 복수 유저로 얼마나 동시 병행적으로 사용할지가 과제였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960 년 전후부터 연구되고 있던 Time Sharing (시분할 처리)에 의해 CPU를 가상화해, 적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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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위해서 가상기억을 실 내장했습니다. 즉, 한정된 하드웨어 자원을, 그 기능이나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Technology 로서 가상화가 탄생한 것입니다.  현재, 가상화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당시의 메인프레임이 목적으로 한 가상화와는 약간 다른 문맥이기 때문입니다. 서버나 디스크와 소프트웨어가 매우 많이 있어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서버 대수를 줄여 간소화하고 싶다라는 운용 관리면에서의 요건이 강한 것 같습니다.  다만, Resource 를 분할하려고 해도, 공유하려고 해도, 혹은 동적인 변경을 하려고 해도, 물리적인 장치를 소프트웨어로부터 추상화해 분리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 기술이 필수가 되는 것으로, 메인프레임이 숙성해 온 기술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의 과제, 오버헤드  가상화에 있어서 최대 과제는, 가상화에 의한 「오버헤드」입니다. 가상화한다는 것은, 분할하든 공유하든, 소프트웨어에 의해 판단하거나 에뮬레이션 하기 위해, 그것이 여분의 부하가 되는 것입니다.  오버헤드가 있으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어, 정확함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각기능(Clock)에 정확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그것이 신뢰성에도 영향을 주어 버립니다.  최근, PC 상에서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불안정하게 되거나 hang-up 을 경험하거나 I/O의 오버헤드가 이상하게 크다는 경험을 한 분도 있지 않을까요? PC 의 세계에서는, 40 년 전부터 메인프레임이 싸워 온 가상화 오버헤드를, 지금 확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CP-67 보다 이전부터, 가상화 오버헤드가 과제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CPU와 마찬가지로 고속성이 요구되는 것이 메모리입니다만, 가상기억을 사용하면, Memory Address 의 실제 주소와 가상 주소로의 변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어드레스 변환 처리가 오버헤드가 되어, Performance 저하가 현저했습니다.  그래서, CP-67 은 하드웨어에 DAT(Dynamic Address Translation)를 실 내장한 S/360 모델 67 상에서 가동함으로써, 메모리의 가상화 오버헤드를 줄이는 것에 성공해, S/370 이후에는 DAT 가 표준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또한, 가상 머신의 CPU 오버헤드도 문제였습니다. 특히, 실제 머신인지 가상 머신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오버헤드가 커서, 과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1983 년의 VM/XA와 함께 「SIE(Start Interpretive Execution)」가 마이크로코드로 실구축되었습니다. VM 은, Guest 로 작동하는 가상 머신에 Dispatch 하는 경우에 SIE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후의 가상 머신에서의 실행은 SIE 명령의 일부로서 실행된다, 즉, VM 을 통하지 않고 마이크로코드가 실행되기 때문에, 30~40%정도 있던 VM 에 의한 가상화 오버헤드를 극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SIE 명령과 동등한 기능이, 바로 최근, PC 의 세계에서도 「Intel VT」혹은 「AMD-V」로 실 구축되게 되었습니다.  I/O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가상화의 오버헤드가 현저했습니다. 메인프레임의 I/O는 채널 프로세서에 의해 제어되므로 CPU의 부담은 작습니다만, 가상 머신으로서 가동하는 Guest OS 에서 I/O가 실행된 경우에는, 오버헤드가 커집니다. I/O명령을 가상에서 실제 장치로 변환하거나 I/O Buffer Memory 에 대해서도 실제 Address 와 가상 Address 로 변환하는 등, 가상화의 내부 처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P Assist」기능에서는 마이크로코드 안에서 I/O명령의 변환을 하거나 Zone Relocation 에 의해 I/O버퍼의 DAT 변환을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I/O가상화 오버헤드를 20%이하로까지 억제되었습니다.  이것과 동등한 기능은, 최근에 실 구축된 「Intel VT-d」에 해당합니다. 다만, Windows 나 Linux 등 OS측에서의 대응에 가세해 Xen 이나 VMware 와 같은 소프트웨어에서의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 가능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요.  이상과 같이, 메인프레임에서는 후술하는 마이크로코드에 의해, 하드웨어 내에서 가상화 오버헤드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VM 이라는 OS(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일체로 IBM 이 개발하고 있어서 실현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시스템으로서 전체 최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능을 소프트웨어에서 실 구축하여 테스트하고, 그것을 단순화하기 위해 마이크로코드로 실구축해, 그것이 안정되면 최종적으로는 CPU내의 회로로 고속화한다는 Staging 에 의해 튜닝되어 나갑니다. 



 최근에 다시 가상화가 주목받아 25년 전에 메인프레임에서 실구축된 가상화 튜닝 기술이, 이제 와서 PC나 UNIX의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굳이 메인프레임 측에서 말하자면, 배울 것은 아직도 많이 있네요.  메인프레임 상에서는 Linux 를 수 백 개나 가동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 이 가상화 기술입니다(그림 2). 긴 역사 속에서 튜닝되었기 때문에, 거의 오버헤드 없이 Linux 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림 2 가상화에 의한 Linux 서버 통합       제 2 회 메인프레임 온고지신(溫故知新溫故知新溫故知新溫故知新)   일본아이・비・엠 주식회사  Systems & Technology Evang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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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타자와 쯔요시(北沢 強) 2008/7/23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마이크로코드)의 공적  가상화의 실구축 중에서, S/360 의 그 후의 성공에 가장 영향을 주었던 것이, S/370(1970 년)에 채용된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마이크로코드)」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코드는 하드웨어 속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로서, 펌웨어의 일종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하드웨어 아키텍처의 가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림 3). 

 그림 3 제어 아키텍처  메인프레임은 ISA(Instruction Set Architecture：명령 세트 아키텍처)를 채용하고 있어 POWER나 x86, SPARC, Itanium2 등 현존하는 아키텍쳐의 대부분도 ISA입니다. ISA에서는 통상, 어셈블러 1 스텝에 해당하는 1 명령은, 프로세서 내에서는 Hard Wired된 실리콘상의 회로로 처리합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에서는, 그것을 에뮬레이션으로도 처리할 수 있고, 하드웨어에 명령이 존재하지 않으면 처리 예외로서 OS 에 에러를 return 하여, OS 내에서 에뮬레이션 할 수도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OS 로부터 하드웨어를 은폐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세만틱 갭(Semantic Gap)을 마이크로코드에 의해 없애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Technology 및 소프트웨어 Technology 의 진보를 마이크로코드에 의해 흡수하여, 그 경계면을 아키텍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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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상위 호환과 하위 호환을 보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CPU로 바뀌었다고 해도, 마이크로코드 안에서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하면, OS 나 어플리케이션에는 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오래된 CPU상에서도, 새로운 OS 나 소프트웨어를 에뮬레이션에 의해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상위 호환・하위 호환은, 유저가 방대한 투자를 해 개발한 소프트웨어나 축적된 데이터, 그리고 운용 노하우를 헛되이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기술인 것입니다.  또한, 마이크로코드는 「패밀리의 개념」을 실현했습니다. 유저 기업 중에는 큰 회사도 있으면 작은 회사도 있습니다. 전산화에 의해 비지니스가 성공하면, 그 회사는 좀 더 성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회사 규모가 커져 머신의 모델이 바뀌어도, 어플리케이션에는 변경을 가하지 않고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소형기기에서 대형기기까지 어플리케이션을 똑같이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패밀리의 개념입니다. 규모가 큰 유저는 대형 모델을, 규모가 작은 유저는 소형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형 모델에서는 대부분을 Hard Wired로 하여 고속화하고, 소형 모델에서는 마이크로코드에 의한 에뮬레이션에 의해 고가의 하드 사용을 억제해 저가격으로 한다라는 어프로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유저 기업의 비지니스가 성공해 회사 규모가 커져, 시스템 능력을 증강하고 싶은 경우에는, MES(Miscellaneous Equipment Specifications, 기계 사양 변경)에 의해, 호환성을 유지한 채로 모델 변경이나 시스템 능력의 증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PC 나 UNIX의 오픈계 시스템에서는, 싸게 조달해 수년만에 버리게 되어, 새로운 하드웨어로 사서 바꾼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메인프레임은 탄생한 당초부터, 장기에 걸쳐 계속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마이크로코드는 하드웨어 안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코드로 신기능을 추가하는 편이, 회로로 실구축하는 것보다도 간단합니다. 또한, 회로로의 실구축이 어려운 복잡한 Logic 도 마이크로코드로 실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보면 어셈블러 1 스텝 상당의 1 명령입니다만, 마이크로코드가 복잡한 처리를 해 줍니다. 단 2 개의 명령으로 고속 Sort 를 실행하는 소트 명령이나, Unicode 문자열을 단번에 변환하는 UNICODE 명령 등은, 그 전형 예지요. 복수의 Linux 를 고속으로 접속하기 위한 하이퍼 소켓(HiperSockets)이라는 가



상 LAN도, 마이크로코드로 실구축되었습니다. Linux 가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 기능은, 향후에도 마이크로코드로 재빠르게 실 구축되어 가겠지요.  메인프레임의 RAS 기능 대부분도, 마이크로코드로 실구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CPU 스페어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CPU내에서의 장애를 감지하면, R-Unit(리커버리  유니트)에 의해 대체 CPU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 명령 이내에서 교체 처리를 실시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복잡한 처리를 마이크로코드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판단 처리는, 회로화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I/O채널・패스에 있어서의 멀티 패스 제어나 I/O우선도 제어 등도 마이크로코드가 처리합니다.  즉, 메인프레임에서는 RAS 기능을 하드웨어에서 실구축하고 있습니다만, PC 나 UNIX 서버에서는 소프트웨어에서 실구축되는 케이스가 많은 듯 합니다. Linux 를 메인프레임에서 작동시키면, 하드웨어의 RAS 기능은 거의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1997 년의 G4 프로세서 이후에 실구축되어 있는 수직 마이크로코드는, 「밀리 코드(Millicode)」라 불리고 있습니다. 밀리 코드는 어셈블러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수평 마이크로코드보다 처리 단위가 크기 때문에, 밀리 코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System/360 등장의 경위  S/360 이 탄생하기 전의 컴퓨터는, 업무의 용도에 따라 전용 장치를 준비해, 그 하드웨어 전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용 머신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면 효율적입니다만, 그 컴퓨터가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거나, 프로그램에 호환성이 없었다거나, 컴퓨터화할 업무가 많아지면, 그 수만큼 컴퓨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컴퓨터는 크고 고가였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IBM 은 50억 달러라고 하는 개발비를 들여, 그것까지 5 계통 있던 IBM 의 컴퓨터를 통합하는 형태로, System/360 및 OS/360 을 개발합니다(그림 4). 1964 년의 IBM 매상이 32억 달러이기 때문에, 매상



의 1.5배 이상을 개발 투자한 것입니다. 이것에 사운을 걸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S/360 은 3 만 3000 대를 출하했으므로, 투자는 충분히 회수할 수 있어 현재의 IBM 이 있는 것입니다. 

 그림 4 System/360 이전의 IBM 컴퓨터 연표(출전：IBM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 364, vol. 25, No. 5, September 1981)  재미있는 것은, 업무별로 여기저기 흩어져 전용 머신이 나란히 서 있던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이, 기업 내에서의 오픈계 머신이 난립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참 비슷하다는 것입니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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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메인프레임 Linux 의 시스템 형태  시스템 구성의 트랜드는, 분산과 집중을 반복해 왔습니다만, 메인프레임에서 가상적으로 기존 서버를 통합하는 흐름이 있는 것도, 「역사는 반복된다」는 하나의 예라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다음회 예고］제 3 회 이번에는, 메인프레임의 사용법이나, 메인프레임 하드웨어에 있어서 특징적인 실구축에 대해,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해설했습니다. PC 나 UNIX의 유저 입장에서 보면 이질 세계의 메인프레임. 다음회에는, 메인프레임에 Linux 를 어떻게 이식한 것인지, 그 실구축 방법을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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