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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MDS 9000 시리즈 멀티레이어 스위치 

Cisco MDS Data Mobility Manager: 간편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해가 거듭될수록 스토리지에 대한 요구사항이 늘어나면서 스토리지 관리자는 작업을 단순화해야 하는 과

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화 작업에는 새로운 어레이 기술의 채택과 도입 및 다른 스토리지 계

층으로의 데이터 이동을 포함하며 이로 인해 스토리지 리소스를 최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 데이터 이동성이 항상 5위 안에 들 정도로 이동해야 하는 

데이터 양은 매우 큽니다. 

현재, 스토리지 관리자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솔루션이 시장에 출시되어 있

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크게 호스트 기반, 스토리지 기반, 어플라이언스 기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각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솔루션을 채택하느냐는 각 솔루션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 고객이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달

라집니다. 그러나 몇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 기존 방법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부각되었습니다. Cisco
®
 MDS 

DMM(Data Mobility Manager)은 이러한 시나리오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isco MDS DMM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와 스토리지 관리자로 IT 그룹이 구분된 조

직에서 스토리지 관리자가 시스템/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또는 스토리지 공급업체의 기술 지원 엔지니어에 

의존하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 스토리지 관리자가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완벽하게 제어하려는 조직에 유용

한 솔루션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또는 스토리지 공급업체 기술 지원 엔지니어에 의존해야 하는 스

토리지 관리자가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4배가 더 

걸립니다. Cisco MDS DMM은 스토리지 관리자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데이터 센터의 상이

한 파트를 지원하는 여러 팀(서버, 애플리케이션 등) 간의 조율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지

원합니다. 

그림 1은 SAN(storage Area Network) 패브릭에 Cisco MDS DMM을 설치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림 1. 패브릭 기반 Cisco MDS Data Mobility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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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MDS DMM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버, 대상 장치 또는 SAN 을 재구성하지 않고 새로운 스토리지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버 또는 기존 

스토리지 장치에서 Cisco DMM 서비스의 추가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이는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서 시스템 관리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같이 서로 다른 작업 기능 간에 조율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 LUN(Multiple Logical Unit Numbers)를 동시에 마이그레이션: 이론상으로는 수 천 개가 넘는 LUN 을 

동시에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지만 실제 마이그레이션 환경에서는 기존 스토리지와 SAN 상의 관리 

트래픽으로 인해 수 백 개까지만 가능합니다. 

• 대용량 LUN 으로 마이그레이션: 용량을 계획하고 대용량 LUN 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어레이로 

이동하려는 요구에 맞게 마이그레이션이 트리거되므로 시스코는 솔루션 설계 단계에서부터 더 많은 

LUN 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고려해 설계했습니다. 

•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디스크를 안전하게 삭제: 기존 어레이는 폐기되거나 용도 변경되므로 일반적으로 

기존 어레이에서 새 어레이로 데이터가 마이그레이션됩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데이터를 안전하게 

삭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된 알고리즘을 사용한 디스크에 쓰여질 특정한 패턴이 필요합니다. 

Cisco MDS DMM 를 통해 스토리지 관리자는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의 한 과정으로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마이그레이션된 데이터 검증: Cisco MDS DMM 가 지원하는 검증 기능을 통해 스토리지 관리자는 기존 

스토리지 어레이와 새로운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블록별 데이터 비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버 및 스토리지 수준의 마이그레이션: 오늘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주어진 시간 내에 서버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여러 서버에서 동시에 수행됩니다. Cisco MDS DMM 은 두 종류의 

마이그레이션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나는 서버 수준의 마이그레이션이고, 다른 하나는 스토리지 

수준의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서버 수준의 마이그레이션의 경우, 스토리지 관리자는 서버 및 

이니시에이터에서 통신하는 (스토리지 어레이) 대상 포트의 모든 이니시에이터를 지정합니다. 관리자가 

이니시에이터와 대상 포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스토리지 관리자가 어레이의 서버에 표시되는 모든 

LUN 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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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마이그레이션 구성과 데이터 이동은 서버, 어레이 또는 SAN 의 추가 구성 없이도 가능합니다. 

스토리지 수준의 마이그레이션은 시스코 전용 이니시에이터의 ID 를 사용해 수행됩니다. 따라서 서버 

이니시에이터는 마이그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스토리지 수준의 마이그레이션에서는 시스코 

전용 이니시에이터가 마이그레이션을 필요로 하는 모든 LUN 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이점은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구성 작업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 속도 제어: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한 관리 트래픽은 기존 대상 장치와 SAN 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Cisco MDS DMM 을 통해 관리자는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느림, 보통, 빠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비동기 마이그레이션: 일반적인 마이그레이션 구현은 동기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버가 I/O 작업을 

이전에 마이그레이션된 영역으로 보낼 때 기존 스토리지 어레이와 새로운 스토리지 어레이에 새로운 

쓰기 I/O 작업을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 스토리지 어레이와 새로운 스토리지 

어레이가 수 천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 통합에 

적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Cisco MDS DMM 은 

비동기 기능을 제공하여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기존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 구성 마법사: Cisco MDS 9000 제품군 Fabric Manager 에 내장되어 있는 사용하기 쉬운 구성 마법사는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이 툴은 마이그레이션 

상태를 보고하고 마이그레이션 진행 상황을 사용자가 모니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급 사용자는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구성 마법사를 사용하는 대신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통해 스크립트를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Cisco MDS DMM 을 Cisco MDS 9000 SAN-OS Software Version 3.2(1)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드웨어 구성은 다음의 두 가지 스토리지 서비스 모듈(SSM) 카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리던던시형 SAN 구성에서는 네트워크당 하나가 공통으로 설치됩니다. 각각의 SSM 카드에 대해 

Cisco MDS DMM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그 외 유일한 요구사항은 기존 스토리지 어레이와 새로운 

스토리지 어레이가 Cisco MDS 9000 SAN-OS Software 3.2(1)를 실행하는 Cisco MDS 9000 제품군 

스위치에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Cisco MDS DMM 비호환성 매트릭스는 해당 릴리스에서 지원하는 

호스트 운영체제와 다중경로 소프트웨어, 그리고 호스트 버스 어댑터(HBA) 및 어레이를 문서화한 

것입니다. 

 

추가 정보 

데이터 센터의 시스코 스토리지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go/datacenter를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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