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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회  메인프레임 Linux 의 향후  TCO 의 삭감이나 서버 통합, Cloud Computing 이라는 IT 가 안고 있는 과제에, 메인프레임 Linux 는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최종회에서는 향후의 방향성을 소개하겠습니다(편집국)  일본아이・비・엠 주식회사  Systems & Technology Evangelist 키타자와 쯔요시(北沢 強) 2009/2/16  드디어 연재의 최종회입니다. 지금까지의 연재를 통해, 메인프레임에서 작동하는 Linux 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메인프레임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 드리기 위해, 메인프레임에 Linux 가 이식된 경위나 실구축에 대해, 특징적인 점을 해설해 왔습니다.  전회의 「확대되는 메인프레임 Linux 의 적용 영역」에서는, 이미 여러 곳에서 가동하고 있는 메인프레임 Linux 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시스템 형태로 사용되고 있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해설했습니다. 이번 회에는, 메인프레임 Linux 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메인프레임의 장래상과 아울러 전망해 보았으면 합니다. 
최근 메인프레임 Linux 의 기능 강화  Linux Kernel 은 현재, 25 종류의 하드웨어 아키텍처에 대응해, PDA 나 휴대전화에서부터 슈퍼컴퓨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플랫폼에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메인프레임 Linux 도 그 중 하나로, 어디까지나 「보통 Linux」입니다.  다만, 하드웨어 의존 부분에 대해서는 플랫폼별로 실구축을 맡고 있기 때문에, 메인프레임 독자적인 기능 강화는 가능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요구되는 높은 RAS(Reliability, Availability, Serviceability) 요건을 만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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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드웨어에서 장비가 갖춰져 있는 Scalability 나 RAS 기능을, Linux 용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Tool 에 의해 실구축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추가된 기능 중에서도, 향후 한층 더 중요해질 서버 통합에 관계된 기능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 Processor Node Affinity  멀티 프로세서 환경에서는, 복수의 프로세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여러 가지 필요하게 됩니다. Linux Kernel 에서는 이전부터, Processor Affinity 가 실제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프로세서에는 파이프라인 처리나 명령/데이터 캐쉬가 있기 때문에, 캐쉬 히트율을 가능한 한 높게 하면 Performance 가 좋아진다는 생각에 근거하는 Approach 입니다. 덧붙여 아래와 같은 관련 기사에서는, Windows 의 이야기입니다만 Processor Affinity 에 대해 해설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 프로그램의 실행에 사용하는 CPU를 한정시키는(＠IT Windows Server Insider) http://www.atmarkit.co.jp/fwin2k/win2ktips/862affinity/affinity.html    특히, 프로세서의 클락 주파수가 높고, 프로세서내의 캐쉬와 메모리와의 속도차이가 클수록, Affinity 에 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프로그램에는 「사용하는 명령이나 Memory Access 에 대해 편향이 나온다」는 참조국소성이 작용하므로, 같은 프로세스나 thread 는 가능한 한 같은 프로세서에 Dispatch하면, 캐쉬 히트율이 높아져 처리 효율이 좋아집니다.  IBM 메인프레임의 경우에는, 프로세서 수를 늘리기 위해, MCM(Multi-chip Module)라는 기술에 의해 96×96 mm 의 모듈상에 프로세서 20 개 분을 탑재하고 있어, 그 MCM이 최대 4개까지 결합됩니다(그림 1).  또, 프로세서는 Quad Core 이며, 코어 내에 L1 캐쉬(I-cache 64 KB, D-cache 128 KB), Chip 내에 L1. 5 캐쉬(3MB×4), MCM내에 L2 캐쉬(24MB×2)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Linux 에서 Dispatch 하는 우선 순위로서는, 동일 Core, 동일 Chip, 동일 MCM이라는 순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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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z10EC 다중 칩 모듈  이와 같이 계층적으로 Affinity 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Kernel 2.6.25 에서 Node Affinity 를 실제 내장했습니다. Linux Kernel 자체가 NUMA 아키텍처에 대응한 덕분에, 메인프레임도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SMP 구성에 대해 노드 단위로의 Affinity 가 고려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처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메인프레임에서는 지금까지, Processor Affinity 는 그다지 강하게는 의식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1개의 프로세서상에서 다양한 Workload 의 어플리케이션이 혼재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프로세서 내에서의 캐쉬 히트율보다, 대량의 I/O 처리를 포함한 시스템 전체의 throughput 을 중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프로세서의 클락 주파수는 그만큼 높지는 않고, 지금까지는 프로세서의 연산 속도, 캐쉬, 메모리, I/O 의 스피드와 밸런스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Affinity 를 강하게 의식하지 않아도, 그만한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신 IBM System z10 을 봐도 알 수 있듯이, 4.4 GHz라고 하는 클락 주파수가 될 것으로 이야기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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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가상화 환경에 있어서는, 동일한 프로세서를 복수의 OS 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가상화에 의한 통합 환경에서의 Processor Affinity 에는, 한층 더 복잡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가 되겠지요. ■ Large Page 의 Support  메인프레임에서는 옛부터 지금까지 쭉, 페이지 사이즈의 주류는 「4 KB」입니다. 이 4 KB라고 하는 단위는, 메인프레임 아키텍쳐에 있어서 magic number 이며, 시스템 전체가 4 KB로 튜닝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I/O 명령의 처리 단위는 4 KB이고, 디스크 장치 DASD 의 블록 사이즈도 4 KB가 최적값입니다.  또한, 펀치 카드는 80 컬럼×10 행이었지만, 그것과 호환성을 갖게 한 3270 단말장치의 주류는 80 컬럼×24행으로, 문자색이나 점멸 하이라이트 등의 속성 데이터를 합해도 4 KB에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치면 송신되는 데이터, 혹은 화면에 표시되는 데이터량도 4 KB이하였습니다.  즉, 모든 I/O 처리나 메모리 처리를 4 KB 단위로 실시해, 4 KB로 처리하면 최고의 Performance 를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승해, 메인프레임 Linux 의 가상 메모리도 4 KB 페이지로 실제 내장되어 있습니다. 메인프레임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명령을 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처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와 함께 처리 대상이 되는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는 경향에 있어, 메모리 가격도 자꾸자꾸 염가로 되자, 4 KB의 페이지 사이즈라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십 GB에서 몇 TB의 메모리를 탑재하는 서버가 당연해졌음에도 불구하고, 4 KB 단위로 가상 메모리를 관리하면, 페이지 테이블만으로도 큰 사이즈가 되어 버려 메모리를 압박합니다. 또, 페이징 등의 처리에서 오버헤드도 발생합니다.  특히, 가상 주소와 물리 주소의 변환을 위한 캐쉬인 TLB(Translation Lookaside Buffer)는, 한정된 사이즈 중(안)에서 처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페이지 사이즈를 크게 하는 편이 히트율은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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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징 처리의 부하를 경감하려면 Block Paging 이라는 수법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 TLB의 문제도 해결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inux 에서는 라지 페이지(Large page)로서 2 MB의 페이지(hugetlbfs)를 support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메인프레임 Linux 에서는, Kernel 2.6.25 로부터 z10 의 라지 페이지 명령(1 MB페이지)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리스트 1). 다만, 오래된 메인프레임에서는 하드웨어 명령으로 라지 페이지를 support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Kernel 내에서 에뮬레이션 하도록 실제 내장되어 있습니다.        리스트 1 Large page 의 확인 예 
#cat /proc/meminfo 

... 

HugePages_Total: 20 

HugePages_Free: 14 

Hugepagesize: 204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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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회   메인프레임 Linux 의 향후  일본아이・비・엠 주식회사  Systems & Technology Evangelist 키타자와 쯔요시(北沢 強) 2009/2/16 
최근의 메인프레임 Linux 의 기능 강화(계속) ■ 게스트 OS 와 호스트 OS 의 메모리 연계  z/VM과 같은 가상 OS 도, 실제의 OS 와 같이, 가상 메모리가 실제 내장되어 있어 페이징 처리를 실시합니다. 그 위에서 게스트 OS 로 가동하는 Linux 에도 가상 메모리가 실제 내장되어 있어 페이징 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화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블 페이징」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증상을 들 수 있습니다. 

• Linux 는 액세스 되지 않는 메모리라고 생각해 page out 하고 있지만, z/VM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다(메모리 효율의 악화) 
• Linux 에 있어서, 액세스 빈도는 낮지만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 메모리 페이지이므로 상주해 두고 싶은 부분을, z/VM은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액세스되지 않는 메모리라고 생각해 page out 해 버린다(시스템의 불안정 요인)  호스트 OS 인 z/VM에서는, 게스트 OS 인 Linux 안의 메모리 management 가 어떤 상황인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제멋대로 메모리 management 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 결과 야기되는 것입니다.  Linux Kernel 에 있어서는 중요한 메모리 페이지인데, 액세스 빈도가 낮다고 해서 z/VM이 page out 해 버리면, 페이지 부재에 의해 page-in 할 때까지 몇 millisecond(디스크 속도)의 지연이 생겨 그것이 Linux Kernel 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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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더블 페이징 문제는, 메인프레임에서는 「페이지 핸드쉐이크(Page hand shaking)」라고 하는 수법을 사용해 1970년대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호스트 OS 와 게스트 OS 간에 「악수」해, 서로의 낭비를 없애도록 제휴하자는 것입니다.  실제 구축에는, z/VM측과 Linux측 양쪽에서 대응 기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층 더 처리를 효율화하려면, 하드웨어 명령으로 실 구축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여기서, 페이지 핸드쉐이크와 관련하여, 메인프레임 Linux 에 실제 내장된 기능을 소개해 둡시다. · 유사 페이지 부재(pseudo page fault)의 처리  Linux 메모리에서 페이지 부재(page fault)가 일어났을 때, z/VM은 해당하는 페이지를 실제 메모리로 읽어 들일 때까지 Linux 전체를 wait 상태로 해 버립니다. 그렇지만, 페이지 부재를 일으킨 프로세스 이외에는 계속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핸드쉐이크에 의해, Linux 전체를 정지시키지 않고 특정 프로세스만 wait 상태로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페이지 고정(page fix) 처리  Linux 안에서 page out 하고 싶지 않은 메모리에 대해서 페이지를 고정(page fix)합니다만, 그것을 z/VM에도 알림으로써, z/VM이라고 해도 해당 공간을 page out 하지 않도록 페이지 고정합니다. ·CMM(Collaborative Memory Management)  z/VM과 Linux 간에 페이지 속성 정보를 교환해, 게스트와 호스트 전체에서의 메모리 최적화를 실시하는 구조가 CMM입니다(그림 2). 예를 들면, Linux 상에 있는 프로세스가 종료되어 메모리가 개방되면 z/VM측에서도 해당 페이지를 개방해, 우선적으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메모리 효율을 높입니다. 또한, Linux 의 파일 캐쉬와 같이 개방 가능한 메모리에 대해서도 z/VM측에서 인식해, z/VM에서는 그 영역의 페이지 아웃을 생략 하는 것으로 페이징 I/O 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CMM은, 처리 논리는 단순합니다만, 메모리 management 처리이기 때문에 빈번하게 실행됩니다. 어셈블러로 기술해도 부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SIE 명령과 똑같이 하드웨어에 실제 내장함으로써 고속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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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습니다. System z10 에서는 CMMA(Collaborative Memory Management Assist)라고 하는 하드웨어 명령에 의해 실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림 2 CMM 의 구조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 CPU 시간의 계산(CPU time accounting)  Linux 에서는, Kernel 내에서 카운트 하고 있는 100 Hz(10 밀리 세컨드)의 타이머 시각(Timer Ticks)를 이용해, 다양한 계수나 계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예로서는, CPU 사용율의 계산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수의 Linux 에서 프로세서를 공유하고 있는 가상화 환경에서는, CPU 시간이 다른 Linux 나 Hypervisor 에게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타이머 시각이 부정확하게 되어 버려, CPU 사용율 등의 계산값이 부정확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인프레임 Linux 에서는, Kernel 2.6. 16 부터,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TOD 클락(Time-of-date)을 이용해 시각 보정을 실시하도록 실제 적용을 변경했습니다. TOD 클락은 1 microsecond 의 정밀도가 있어, 메인프레임 케이스 내에서 유일한 시간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B-3)Linux2의의의의 메모리요구에메모리요구에메모리요구에메모리요구에 다라다라다라다라 페이징이페이징이페이징이페이징이 발생할발생할발생할발생할 때때때때 미참조미참조미참조미참조 캐쉬캐쉬캐쉬캐쉬 사용영역에사용영역에사용영역에사용영역에 대해서대해서대해서대해서는는는는 Paging I/O를를를를 생략하고생략하고생략하고생략하고 영역을영역을영역을영역을 개방한개방한개방한개방한다다다다 

Linux의의의의 메모리개방을메모리개방을메모리개방을메모리개방을 z/VM이이이이 인식하여인식하여인식하여인식하여, 실제실제실제실제 메메메메모리모리모리모리 압박압박압박압박 시에는시에는시에는시에는 우선적으로우선적으로우선적으로우선적으로 그그그그 영역을영역을영역을영역을 재이용재이용재이용재이용 z/VM은은은은 미참조미참조미참조미참조 파일파일파일파일 캐쉬캐쉬캐쉬캐쉬 등을등을등을등을 인식하여인식하여인식하여인식하여 page out을을을을 생략하고생략하고생략하고생략하고 영역을영역을영역을영역을 개방한다개방한다개방한다개방한다 

A-3)Linux2의의의의 메모리요구에메모리요구에메모리요구에메모리요구에 대해대해대해대해 해당영역을해당영역을해당영역을해당영역을 우선우선우선우선 이용이용이용이용 
A-2)z/VM이이이이 메모리메모리메모리메모리 개방을개방을개방을개방을 감지감지감지감지 B-2)z/VM이이이이 Cache 사용이라는사용이라는사용이라는사용이라는 것을것을것을것을 감지감지감지감지 B-1)Linux3가가가가 Cache로로로로 메모리를메모리를메모리를메모리를 사용사용사용사용 A-1)Linux1이이이이 메모메모메모메모리를리를리를리를 개방개방개방개방 가상가상가상가상 메모리메모리메모리메모리 가상가상가상가상 메모리메모리메모리메모리 

가상기억영역가상기억영역가상기억영역가상기억영역 가상기억영역가상기억영역가상기억영역가상기억영역 가상기억영역가상기억영역가상기억영역가상기억영역 



 9 

 이 실 적용에 의해, 가상화 공유 환경에서도 CPU 사용율 등의 계산값이 정확해짐과 동시에, steal(다른 OS 시스템에 CPU 시간이 도둑맞고 있는 비율)도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에는 Kernel 뿐만 아니라, vmstat 나 top, 그리고 sysstat 에 포함되는 sar, iostat, mpstat 등의 Command 로도 대응이 필요했습니다(리스트 2).        리스트 2 vmstat 의 출력 예  ■ 공유 메모리의 support  z/VM에는 DCSS(Discontinuous Saved Segment)라는 공유 메모리 기능이 있습니다(그림 3). 고정 주소를 가진 메모리 영역이므로, z/VM상 복수의 Linux간에 메모리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procs -----------memory---------- ---swap-- -----io---- -system-- -----cpu------ r b   swpd   free   buff    cache   si   so    bi    bo   in   cs us sy id wa st 2 0      0   6428   9824   189868   0    0     0     0  101    8  6 42  0  0 52 1 0      0   6428   9824   189868   0    0     0     0   98    7  5 40  0  0 55 1 0      0   6428   9824   189868   0    0     0     4  102    7  4 37  0  0 59                                                                               ↑                                                                         타 구획이 사용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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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DCSS 의 구조   거기를 파일 시스템으로 이용하면, 고속의 공유 RAM 디스크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Kernel 을 두면, 디스크에 I/O 하지 않고 고속으로 boot 할 수 있는데다, Kernel 하나 분량의 메모리 사용량으로, 100 개든 1000 개든 Linux 를 Boot 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효율 개선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Kernel 의 실체는 1 개이므로, 보수의 관점에서도 용이해질지도 모릅니다. DCSS 세그먼트는 복수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 NSS(Named Shared Segment)로서 세그먼트에 이름을 붙이면, 주소를 지정하지 않아도 이름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그림 4). 

 그림 4 NSS 의 구조  
VM상의상의상의상의 가상메모리정의가상메모리정의가상메모리정의가상메모리정의 VM상의상의상의상의 가상메모리정의가상메모리정의가상메모리정의가상메모리정의 
Kernel Kernel Kernel 

(실체실체실체실체) 영역영역영역영역 공유공유공유공유 공유공유공유공유 메모리메모리메모리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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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DCSS 를 RAM 디스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XIP(eXecute-in-place)를 병용함으로써, 페이지 캐쉬를 사용하지 않고 mmap()에 의해 직접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XIP 에는, 파일의 로드 시간과 페이지 캐쉬 사용율의 삭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usr 하의 파일을 모두 DCSS 에 두어 수십~수백 개의 Linux 에서 공유하면, 메모리 효율은 현격히 높아져, 디스크 I/O 도 대폭 삭감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고정 주소를 가진 Linux간의 메모리 공유라고 하는 기술은 아직 미개척 영역이기도 하여, 향후 발전을 기대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메인프레임 Linux 에 최근 추가된 기능에 대해, 몇 가지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 서버 통합 환경에 있어서 갖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메인프레임에서 중시되는 운용 관리면에서의 기능 추가도 많아, FCP(Fiber-channel Protocol)에 있어서 통계 정보 취득이나 z/VM모니터 정보 처리 등, 감시나 문제 판별에 필요한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Linux 그 자체와의 호환성을 보전 유지하면서도, 「메인프레임 품질」을 목표로 해 하드웨어 부분에서 독자적인 실구축을 실시해, RAS 향상이나 Scalability・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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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회   메인프레임 Linux 의 향후  일본아이・비・엠 주식회사  Systems & Technology Evangelist 키타자와 쯔요시(北沢 強) 2009/2/16 
데이터 센터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와 해결책  IT 에 드는 비용 전체(TCO)의 변화를 보면, 최근 몇 년, 신규 투자는 전년도 대비 옆 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운용 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마다 증가해, TCO 전체를 밀어 올리는 경향에 있습니다. 운용 관리 비용은, 바꿔 말하면 운용・관리와 관계된 인건비입니다. 운용 관리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면, 운용 요원을 투자해야 할 Area 로 Shift 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에 따라 가격 성능비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버의 취득 비용은 저하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이하게 서버를 늘려 가면, 그것을 운용하는 요원 비용은 증대해, 소비 전력이나 에어컨디셔닝, 설치 스페이스 등도 증가해 버리는 것을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결을 위해, 최근에는 가상화 기술의 적용에 의한 서버 통합이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기사에서, 이러한 상황은, 통합과 분산을 반복한다는 IT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제 5 회 「확대되는 메인프레임 Linux 의 적용 영역」참조).  그렇지만, 분산된 것을 가상화에 의해 물리 통합한 것 만으로는, 논리적 혹은 소프트웨어의 관점에서는, 개발에 있어서도 운용 관리에 있어서도 큰 삭감 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Top-down 에 의한 장기적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게 됩니다. IBM에서는 통합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할지에 대해, 「차세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New Enterprise Data Center：NEDC)」라는 컨셉을 기초로 해, 다음의 3 단계로 진행시켜 나가려는 비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Main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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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 1：물리 통합에 의한 간소화  스테이지 2：자원 Pool 에 의한 공유화  스테이지 3：서비스 가상화에 의한 다이나믹  가상화 기술을 적용한 물리 통합은 최초의 스텝이며, 메인프레임 Linux 에 의해 분산되어 있는 UNIX나 Windows 서버를 통합해, 서버의 하드웨어 대수를 줄임으로써 데이터 센터를 간소화합니다.  이미 메인프레임 Linux 를 채용하고 있는 유저 기업의 상당수는, 스테이지 2 인 공유 자원 풀을 가질 단계에 있겠지요. 공유화는, 복수의 가상 서버가 존재하는 인프라 전체에서 최적화하여 , 개별 서버 관리보다 자원 풀 관리나 서비스 관리로 운용 주체가 옮겨집니다. 가능한 한 자원의 공유 효율을 높여 Redundancy 을 줄여, 공유 환경에 있어서 제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동화도 시행함으로써, 운용 관리에 관계된 부분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풀에 의해, 유연성을 확보하고, 변화에 강한 시스템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공유화에 있어서는 앙상블이라 불리는 관리 방법을 이용합니다. 앙상블은 금년부터 내년에 걸쳐 데이터 센터에 보급되어 가리라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가상 자원 풀에 의한 운용이 일반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Cloud Computing 에 대한 방향성  NEDC 에서는, 최종 단계로서 Cloud Computing 의 세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세계에서는 Google 나 Amazon등이 이미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업이 이용하는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도 Cloud 화가 진행되어 나가리라 예상되고 있어, IBM도 포함한 많은 IT Vender가, Cloud 에 대한 대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메인프레임은, Linux 에 의해 Cloud 에 있어서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쉬워졌습니다. 원래 집약 통합형을 지향하고 있는 메인프레임은, 1 대의 케이스 안에서 Cloud Computing 을 실현해, Multi-Tenancy 기반을 통합형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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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프레임이 향하는 길  메인프레임을 해체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만, 케이스 안에는, 메인프레임의 프로세서 이외에 많은 프로세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I/O 어댑터 카드를 보면, 1 장에 대해 2 개의 PowerPC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어 그 카드가 주름 상자와 같이 몇 십 장이나 꽂혀 있습니다. 암호화 프로세서도 전용으로 탑재되어 있고, 하드웨어의 제어에는 Intel 프로세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인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갖가지 테크놀러지를 고도의 집적 기술에 의해 통합해, 전체를 하나의 상자로서 Maker 가 보증한다는 제품인 것입니다. 이 생각은 향후에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대량의 고속연산 처리가 필요하게 되면, 한층 더 고속의 연산 전용 프로세서를 메인프레임에 탑재할지도 모르고, SOA 에 있어서 SOAP 를 대량으로 처리할 필요가 생기면, SOAP 가속기를 탑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간 시스템으로서의 중요한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이 메인프레임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Performance 상이나 Security 상에서도 최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처리 기능을 포함해 일체로 Maker 가 품질 보증하는 것에는, Merit 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IBM 메인프레임 안에는, 마이크로코드로서 복수의 편입 Linux 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HMC(Hardware Management Console)는 Linux 에서 작동하고 있고, List Directed IPL 이라는 boot 기능에서도 Linux 를 starter 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한층 더 메인프레임과 Linux 의 상호호환성은 점점 개선되어 갈지도 모르겠네요. 
정리를 대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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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의 연재를 통해, 메인프레임 Linux 의 특징을 알려 드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능한 한 역사적 경위나 배경을 설명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마 메인프레임 이외의 플랫폼에 대해도 동일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한 해결책이 무언가 참고가 된다면 다행입니다.  세계적인 불황도 Cloud Computing 화의 물결도, 메인프레임 Linux 에 있어서는 순풍입니다. 꼭 앞으로의 진격을 지켜봐 주세요. 칼럼 ■ 메인프레임 Linux 가 작동하는 것은 IBM 만?  때때로, 메인프레임 Linux 는 IBM 메인프레임에서 밖에 작동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연재 제 1 회의 칼럼에서도 소개했던 바와 같이, 「메인프레임」이라는 말의 해석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IBM 호환 메인프레임으로 한정하여 소개합니다.  후지쯔, 히타치, Amdahl 등에서 제조・판매되어 온 IBM 호환 메인프레임은, 현재에도 세계 속에 다수 존재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동등하기 때문에, 비호환 부분에 대해 약간의 수정 추가만으로 Linux 는 가동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메이커의 독자적인 I/O 장치를 support 하기 위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준비하면, Linux Kernel 은 Boot 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Amdahl 의 메인프레임은 IBM 메인프레임과 완전 호환이며, Amdahl 제 메인프레임 상에서 Linux 를 가동시키고 있는 유저 기업도 이미 존재합니다. 또한, 히타치에서는 2000년 즈음부터 콘솔용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해, 메인프레임 Linux 를 히타치제 메인프레임에 대응시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히타치의 엔지니어는, Marist College 에 있는 메인프레임 Linux 커뮤니티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TurboLinux 사로부터 히타치 메인프레임용 Distribution 이 판매되고 있던 적도 있습니다 (필자 주：현재는 판매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 사의 메인프레임에서 Linux 를 작동시키는 것 자체의 기술적인 장애물은, 그만큼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지니스 모델로서 성립할지 어떨지 하는 관점에서, 고도의 판단, 전략이 요구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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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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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