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 회 메인프레임 Linux 의 실구축(후편)  메인프레임은 Linux 에 있어 새로운 하드웨어 아키텍쳐였습니다. 그 아키텍쳐 특유의 실구축을 자세하게 해설합니다(편집국)  일본아이・비・엠 주식회사  Systems & Technology Evangelist 키타자와 쯔요시(北沢 強) 2008/10/23  전회는, 「메인프레임 Linux 의 실구축(전편)」이라는 제목으로, 메인프레임이라는, Linux 에 있어 새로운 아키텍쳐에 어떻게 이식을 시행했는지를,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해설했습니다. 이번 후편에서는, 메인프레임 하드웨어 특유의 실구축에 대해 해설합니다. 
메인프레임 Linux 의 사양을 안다  Linux 의 사양에 대해, 아키텍처별 차이를 체계적이면서도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The Linux Foundation 에서 공개되어 있는 「LSB(Linux Standard Base)」의 사양서를 보는 것이 지름길이지요.  LSB 는, 다양한 Distribution 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표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것은 「Generic」으로서 정의되어 IA32, IA64, PPC32, PPC64, S390, S390X, AMD64 라고 하는 7 개의 아키텍쳐에 대해, Generic 에서의 차분이 사양서로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 그 아키텍쳐가 Generic 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예를 들면 IA64 와 S390X 를 비교하는 경우에, 아키텍쳐간의 차이를 볼 때도 편리합니다.  또한, 프로세서 아키텍처별로 상세한 실구축 방법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ELF(Executable and Linking Format)」와「ABI(Application Binary Interface)」의 사양서입니다. ELF 는 실행용 바이너리의 파일 형식을 규정하는 것으로 , 아키텍쳐에 의존하는 정보를 파일의 헤더에 포함되도록 표준화한 것입니다. ABI 는 O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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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규정하는 것이며, 어플리케이션(바이너리 형식)을 실행하는 환경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메인프레임 Linux 에 대해서는, 「ELF ABI Supplement」로서 하나로 통합된 문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아키텍처와의 실구축 방법의 차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open source 의 세계에는, 「Source Code 를 보면 사양이나 기능을 알 수 있겠죠」라고 하는 장인 기질의 엔지니어도 많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표준화를 위한 사양서라는 것은, 체계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편리하겠지요. ■ 아키텍처를 설명한 매뉴얼  메인프레임의 프로세서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z/Architecture Principles of Operation(SA22-7832)」(통칭：PO)라는 매뉴얼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매뉴얼, 실제로는 1000 페이지 이상이나 되는 두꺼운 것입니다만, 메인프레임 프로세서 사양이 모두 꼼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셈블러로 프로그래밍할 때에는 물론, Trouble 시의 문제 판별이나 테스트를 할 때 등에도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필자가 입사한 20 년전에는 메인프레임 전성의 시대. 「SE 는 이 PO 를 모두 머리에 주입해라!」라고 하여 이 두꺼운 매뉴얼을 베개로 배고 잤다는 동년배도 많았습니다.  이 매뉴얼은, 아키텍쳐의 설명서로서 프로세서 내부의 구성과 각부의 설명, 프로그램 실행과 내부의 작동, 모든 하드웨어 명령의 설명, 입출력의 구조와 입출력 명령의 설명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Linux 를 메인프레임에 이식하는데, 가장 참조했던 것이 이 매뉴얼이며, 이것이 없으면 이식은 불가능했습니다. 
Register 의 사용법  Register 는 메모리보다도 고속이기 때문에, 한정된 수의 Register 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는 Performance 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또한, Register 는 명령 세트와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아키텍처별로 사용법이 다릅니다.  64 비트 Addressing 에 대응한 2000 년 이후의 메인프레임에는, 16 개의 범용 레지스터와 16 개의 IEEE 부동소수점 레지스터, 16 개의 제어 레지스터와 16 개의 Access 레지스터가 있어, Linux 에서는 이러한 레지



스터 각각에 대해 용도를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용 레지스터 「R2」는 반환값, 「R14」는 반환주소, 「R15」는 Stack Pointer 의 대용으로서 사용한다는 것처럼, 레지스터의 사용법 Rule 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술의 ELF ABI Supplement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종래의 메인프레임상의 어셈블러에서는, R15를 반환값이나 Entry 주소에 사용하는 것이 Rule 이었기 때문에, 옛부터 어셈블러를 써 온 분은 당황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메인프레임에는 긴 세월에 걸쳐 Stack 의 실구축이 없었기 때문에(Stack 명령에 대해서는 후술), Stack 의 에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Stack 포인터로서 R1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키텍쳐에 비하면, 레지스터의 수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인프레임은, CISC 프로세서로서 고기능의 명령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레지스터를 많이는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위도 있어, 64 비트로 대응한 현재에도 44 년전과 같은 16 개의 범용 레지스터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메인프레임에 없었던 명령  다른 아키텍쳐에는 있는데 메인프레임에서는 되고 있지 않았던 하드웨어 명령으로서는, 「상대 점프 명령」과「Stack 명령」을 들 수 있습니다. 모두, IA32 등의 아키텍쳐에 대해 다용되는 명령입니다. 1.  상대 점프 명령  상대 점프 명령은, 점프 하는 거리가 짧으면 명령길이를 짧게 실제 내장할 수 있고, 오브젝트 코드 중에서 절대 주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Relocatable (Position independent addressing)의 바이너리를 만들기 쉽다는 Merit 가 있습니다.  메인프레임은  40 년 전부터 가상 메모리를 실제 내장하고 있어, 주소는 가상 주소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Relocatable 일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한편, UNIX 나 Linux 에서는 Relocatable 인 바이너리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메인프레임에서는 1997 년의 모델로부터 하드웨어 명령으로서 상대 점프 명령이 추가되었습니다. 



 상대 점프 명령은, 인간이 어셈블러로 기술하면, 점프한 곳의 Address 계산을 잘못해 버리는 등, 버그의 원인이 되는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gcc 등의 컴파일러에 의해 자동 생성되는 한은 잘못할 가능성도 없고, 메인프레임의 아키텍처에 집어 넣을 때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메인프레임 Linux 에서는, 이 상대 점프 명령을 다용하고 있습니다. 2.  Stack 명령  IA32 의 Stack Segment 나 Stack Pointer, PUSH, POP 과 같은 Stack 명령도 메인프레임에는 없었습니다.  Stack 은 일시적인 퇴피 메모리로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1 명령으로 메모리 조작과 주소 조작을 실시해 주기 때문에, 패스 길이나 소비 사이클수의 관점에서도 Merit 가 있습니다. 특히, C컴파일러에 의한 생성 코드는 Stack 명령을 다용하는 경향에 있어, Linux 에 있어서의 코드 모델에서도, Prolog/Epilog 에서 당연한 듯이 Stack 명령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Stack 명령은 사용하기 쉽고 Merit 도 많습니다만, 편리한 반면, 취약한 면도 있습니다. Stack 은, 레지스터나 데이터의 퇴피 뿐만 아니라 주소의 퇴피에도 사용되고, Stack 영역은 유한하기 때문에, 넘쳐 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 하나 Stack 의 체크를 하고 있다면, Performance 저하로 연결됩니다. 이 취약성을 공격당해, Stack Overflow에 의한 root 권한 탈취 등, 시스템 공격의 표적이 되기 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메인프레임에서는 2005년까지, Stack 명령을 하드웨어에서 실제 내장하고 있었습니다. Stack 의 편리함보다, 메모리 Management 의 취약성을 문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간 업무에서 정형 처리 중심의, 메인프레임이라고 하는 확실하게 잘 관리된 세계에서는, Stack 과 같은 메모리의 사용법은 허락할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메인프레임에서는, 작업(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메모리와 CPU 시간을 사용할지 신고하고 나서 실행합니다. 신고한 Resource 양을 넘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Linux 도 그렇습니다만, 오픈계 OS 에서는, CPU 능력도 메모리도, 프로그램이 요구하면 요구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한 사람 승리」의 세계입니다. 다만, Resource 가 부족하게 되어 Trouble 에 빠질 위험성도 안고 있습니다. 



 한편, 메인프레임에서는 어렵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싶은 것만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Resource 를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Resource 부족이나 메모리 Leak 등의 Trouble 을 미리 방지할 수가 있고, 안정 가동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프레임 Linux 에서는, 아키텍처로서 메모리 Management 의 취약성을 만들지 않는다는 의도에서, Stack 조작을 에뮬레이션에 의해 실제 내장했습니다. 그것은, Overhead 이기도 해, 초기의 메인프레임 Linux 의 Performance 저하와 바이너리 사이즈 증가의 원인이라도 있었습니다만, 반면, IA32 등의 Stack 과는 달리 메모리 Management 가 엄격하기 때문에, Stack 조작에 있어서의 약점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하는 Merit 도 있습니다.      



 제 4 회 메인프레임 Linux 의 실구축(후편)   일본아이・비・엠 주식회사  Systems & Technology Evangelist 키타자와 쯔요시(北沢 強) 2008/10/23 
아키텍처 특유의 실구축 검토  Linux Kernel 기능 중에서, 아키텍처 특유의 실구축으로서 검토한 것은, 다음의 항목입니다. 

• Linux 의 기동 처리(boot) 
• 메모리 Management 
• 시스템 Call Interface 
• 디바이스 드라이버 
• SMP(Symmetric Multi Processing) 
• SIGNAL 처리  이들 중에서도 특징적인 실구축으로서 메모리 Management 와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해 소개합니다. ■ 메모리 Management-64 bit Addressing 의 실구축  메인프레임은 완전한 64 비트 Addressing 을 실구축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장착되는 메모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1 Tbyte 이하입니다. Linux 로서 64 비트 Addressing 을 완전 실구축해 버리면, 페이지 테이블이나 제어 블록 등의 관리용 메모리를 대량 소비해 버려, 메모리 효율이 좋지 않은 데다가, DAT(Dynamic Address Translation)에 의한 변환도 단수가 많아, 효율이 나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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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현재에 알맞은 사이즈로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메인프레임 Linux 에서는 42 비트 Addressing(4 Tbytes까지)을 채용하고 있습니다(Kernel 소스내의 파라미터를 변경해 Rebuild 하면, 좀 더 큰 비트수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  64 bit-DAT 의 경우(그림 1)에 비해, 42 bit-DAT(그림 2)에서는, Region-1 과 Region-2 를 0 으로 하여 변환스텝을 생략할 수 있고 5 레벨 변환을 3 레벨 변환으로 줄임으로써 고속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드레스 변환 모드에 대해서는, 제어 레지스터와 Access 레지스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Access 레지스터는, Context Switching 의 고속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림 1 동적 어드레스 변환 64bit DAT(클릭하면 확대됩니다)  

 그림 2 동적 Address 변환 42bit DAT(클릭하면 확대됩니다) 



■ 메모리 Management – Context Switching 의 고속화  Linux 는 멀티태스킹 OS 이며, 복수의 프로세스가 가상 메모리에 의한 복수의 address 공간에서 동시 병행적으로 실행됩니다(그림 3). 그러나,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CPU는 1~수십개이며, 동시에 움직이는 프로세스수보다 적기 때문에, 시분할 처리에 의해 하나의 CPU에서 복수의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그림 3 Address 공간의 Layout  이 때의 프로세스를 바꾸는 처리가 Context Switch 이며, Linux Kernel 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Context Switching 을 실시할 때는, 프로세스의 문맥을 퇴피시키거나 되돌리기 위해, 가상 Address 공간 사이에서의 데이터 카피가 발생합니다. 이 메모리간의 Copy량이 커질수록, Kernel 의 Overhead 로서 눈에 띄게 되고, 고부하가 되어 시스템이 갑자기 Slow-down 해 버리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메인프레임 Linux 에서는, 그것을 고속화하기 위해 액세스 레지스터를 사용했습니다. 액세스 레지스터는, 가상 Address 공간을 넘어선 처리가 가능한 특별한 레지스터로서, Base Register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에 나타냈던 것처럼, 통상의 Primary 공간이나 Secondary 공간(홈 공간)에 있어서는, 그 Address 공간 안에서의 카피는 간단한 명령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만, address 공간을 넘어선 Copy 는 간단한 하드웨어 명령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액세스 레지스터를 사용해, 2 개의 Address 공간 각각을 point 하여 카피합니다. 



 그림 4 액세스 레지스터에 의한 Address 공간을 넘어선 Copy  Context Switching 에 있어서 문맥의 카피는, 단 몇 스텝의 하드웨어 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고속입니다. 결과적으로, 고부하하에서 다중도가 높은 상황에서도, Context Switching 에 의한 Overhead 가 거의 없게 안정 가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메인프레임은 CPU 사용율이 높은 상태여도 안정되어 있다고들 합니다만, 이것도 이유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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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회 메인프레임 Linux 의 실구축(후편)   일본아이・비・엠 주식회사  Systems & Technology Evangelist 키타자와 쯔요시(北沢 強) 2008/10/23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실구축  제 3 회에서도 해설했던 대로, 입출력 장치를 Support 하기 위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메인프레임 Linux의 이식 당초에는 불과 6 종류로, 10 년을 경과한 현재에도 20 종류 정도 밖에 없습니다.  PC 세계에서는, 다양한 Vender쪽에서 많은 종류의 DVD 나 HDD 또는 테이프 장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나 디스플레이 어댑터 카드 등이 판매되어 각각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존재합니다. 인터페이스도 ATAPI, SCSI, USB 등 다수 있어, 종류도 풍부합니다.  이에 대해 메인프레임은, 입출력 장치는 기본적으로 채널 접속 밖에 없습니다. 디스크도 테이프도 프린터도 네트워크도, 채널 경유로 I/O 처리합니다. 채널은, 물리적인 사양을 결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토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종류의 인터페이스로 1 종류의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매우 심플합니다.  또한, 메인프레임에 접속할 수 있는 디바이스 수는 6 만 5536 개까지입니다. 그 디바이스 모두에게 DMA와 IRQ가 있어, CPU와는 비동기로, 각각의 디바이스에 대한 처리를 독립 또한 Intelligent 로 실행합니다. 또한, 각각의 디바이스는 서브 채널로서 하드웨어 안에서 가상화되어 1~8 대의 멀티 패스로 CPU와 I/O디바이스가 접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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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멀티 패스 제어나 에러 감지 및 패스 Recovery 는 모두 Microcode 가 실행하기 때문에, Linux 가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동적 구성 변경으로서 가동 중 탈착이 가능하다는 하드웨어 기능에 대해서는, Linux HotPlugging 에 Map 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채널 프로토콜에는, 디바이스의 종류에 의존하지 않는 공통 부분이 많기 때문에, CIO(공통 I/O Support) Routine 을 만들어, 디스크나 테이프와 같은 채널 디바이스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그것을 호출하는 형식으로 실구축했습니다(그림 5). 전회의 기사에서는, 메인프레임 대응을 위한 수정 코드량이 의외로 적었던 것을 해설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디바이스의 종류가 적다는 것이나, I/O 가 프로토콜을 통해 심플하다는 것이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림 5 Common I/O Support Routines 에 의한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공통화 ■DASD 드라이버  메인프레임용 외부 디스크 장치의 주류는 DASD(Direct Access Storage Device)입니다. 기존의 다른 OS로 사용하고 있던 DASD 를 Linux 용으로 재이용하거나 Linux 의 DASD 를 다른 메인프레임 OS 에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호 운용성 등의 관점에서 Merit 가 클 것입니다. 거기서 Linux 의 DASD 드라이버는, z/OS 등 기존 OS 와의 호환성을 갖게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른 OS 와의 호환성에 대해서는, 테이프 드라이버 등, 다른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있어서도 동일한 방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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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ux 전용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계한다면, 하드웨어 성능과 Linux 의 특성에 최적화한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메인프레임은, 발현 당초부터 호환성 보증에 의해 고객의 투자 효율을 우선시 해 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설계 방침은, Performance 보다 호환성 중시로 결정되었습니다.  DASD 상의 레이아웃은, 그림 6 과 같은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DASD 의 선두로부터, IPL 레코드(boot용), VOL1(볼륨 레벨), VTOC(Volume Table of Contents), Partition 의 차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은 z/OS 등 기존 OS 와 호환되기 때문에, Linux 의 디스크이지만, z/OS 로부터 카피나 백업을 받는 것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 6 DASD 레이아웃(System z Compatible Disk Layout)  

메인프레임 Linux 가 목표로 하는 점  메인프레임 Linux 는, 프로세서 아키텍쳐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Performance 중시의 이식을 한 것이 아니라, 원래 메인프레임의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나, 기존 OS 와의 호환성을 중시하고 있어, 밸런스가 맞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제멋대로 실구축을 해 메인프레임 독자적인 Linux 가 되지 않도록, 이식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Linux 가 기존의 메인프레임 문화와 잘 융합해 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회 예고］ 제 5 회 메인프레임 Linux 의 적용 메인프레임 Linux 의 적용 Area 는, 대부분이 서버 통합의 영역입니다. Linux 에 의한 서버 통합은, 메인프레임 옛날 사고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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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프레임은 집중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분산하고 있던 서버를 통합하면, 집중형으로 되돌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5회에는, 메인프레임 Linux 를 이용한 서버 통합의 이론이나 방법론, 그리고 Appliance 화와 공유 Pool 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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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