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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마이그레이션 수행시 아래의 두 단계 진행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1단계: 마이그레이션의 범위를 확인하고 마이그레이션 방식을 확인합니다. 

(서버자산현황의 파악 및 성능데이터의 분석을 진행) 

사용 Tool: MAP Toolkit 

 다운로드 링크: https://www.microsoft.com/enus/download/details.aspx?id=7826 

 

2단계: 호환성과 지원되지 않는 기능을 미리 확인하고 DBA(Database Administrator)가 검

토한 후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판단이 서게 되면 실제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On-prem과 Azure의 호환성 확인 및 지원되지 않는 기능을 사전에 확인하여 대처가능) 

  사용 Tool: DMA Toolkit 

다운로드 링크: https://www.microsoft.com/en-us/download/confirmation.aspx?id=53595 

 

[1단계] 마이그레이션의 범위를 확인하고 마이그레이션 방식을 확인합니다. 

 

위 스크린샷 화면은 MAP Toolkit의 초기 화면입니다. MAP Toolkit은 컴퓨터에 별도의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고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Windows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WMI (Windows Management Instrumentation) 

모듈을 통해 진행하며, 일반적으로 부하가 적기 때문에 서비스 운영 중에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icrosoft.com/enus/download/details.aspx?id=7826
https://www.microsoft.com/en-us/download/confirmation.aspx?id=5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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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Toolkit은 Database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에 적합합니다. Database 탭은 각 SQL 

Server의 버전 별로 몇 대가 있는지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바로 분석 보고서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림의 Collect Inventory Data를 클릭한 뒤에 분석에 필요한 대상서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아래 그림과 같이 분석결과가 Report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엑셀 문서를 더블클릭 하면 SQL Server Database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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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Server 보고서는 컴퓨터 이름, 각각의 버전, 현재 서비스 팩 수준, 클러스터 여부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SQL Server가 실행되는 서버에 할당된 프로세서(CPU) 수, 할당된 

시스템 메모리, 논리 디스크(Disk)의 수와 크기, 사용 가능한 디스크(Disk) 공간 및 서버가 

물리적인지 또는 가상서버 인지의 여부까지 표시해 줍니다. 또한 모든 SQL Server 

인스턴스에 대한 전체 세부 정보, 해당 SQL Server에 저장된 Database의 이름, 테이블, 

뷰(View) 및 저장 프로시저(Stored Procedure) 수에 대한 통계도 볼 수 있습니다. 

 

MAP Toolkit은 수집된 다양한 성능 메트릭(Performance Data)을 통해 원본(Source)DB들의 

스펙(SPEC)과 성능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마이그레이션 대상이 되는 타겟(Target) 

DB의 스펙(SPEC)과 규모를 산정하는데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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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과정을 통해 전체적인 시스템 Database의 현황 확인을 하고, 마이그레이션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마이그레이션 범위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진행

의 방향성을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결과에 의해 전체 Database중에서 SQL 2008 Server가 검색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SQL 2008 Server는 이미 지원종료(End of Support)가 되었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고, 향후 기술지원 이슈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업데이트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대상은 on-prem 보다는 보안에 더 안전하고 Admin이 

더 관리하기가 쉬우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Azure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에 진행할 단계는 Azure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첫번째로 기존원본 Database와 

타겟 Database와의 호환성을 확인입니다. 호환성이 확인되면 어떤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것인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 과정을 쉽게 도와주는 DMA Toolkit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단계] 호환성과 지원되지 않는 기능을 사전에 확인 후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Data Migration Assistant의 장점. 

- 무료로 다운로드 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방법이 간단합니다. 

- Azure SQL Server로 마이그레이션(IaaS,PaaS) 시 호환성 체크가 용이합니다. 

- 클라우드 환경의 SQL DB로 마이그레이션을 모두 지원합니다 

(Azure SQL Database, Azure SQL Database Managed Instance,  

SQL Server on Azure Virtual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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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호환성 체크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호환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Assessment를 선택하고 Create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Target server type은 Azure의 다양한 Destination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2. Default 값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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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urce의 SQL 접속정보를 입력합니다. Connect버튼을 누릅니다. 

 

4.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후에 Start Assessment를 클릭하여 호환성 검증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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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QL Server feature parity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Azure SQL Database로 마이그레이션 될 

때 Unsupported Features(지원이 안되는 기능)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여 알려주며, 각각에 

대해 Details을 선택하게 되면 자세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6. Compatibility Issues를 선택하면 Azure SQL Database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어떤 호환성이슈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Database와의 

버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마이그레이션시의 호환성에 아무런 이슈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마이그레이션시 사전에 있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점검하고 난 뒤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어 마이그레이션 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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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마이그레이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마이그레이션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면 Azure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Target 

server type을 Azure SQL Database로 선택하고 Create를 클릭합니다. 

 

2. 원본서버(Source)와 인증타입(Authentication type)을 선택하고 Connect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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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이그레이션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Next버튼을 클릭합니다. 

 

4. Target(Azure SQL Database)의 인증정보를 입력하고 연결(Connect)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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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테이블, 스키마, 뷰 정보가 나타납니다. 마이그레이션 할 Target에만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Generate SQL Script’를 클릭합니다. 

 

6. 위에서 체크한 각종 스키마들을 만들 수 있는 SQL Script가 자동으로 생성되었습니다. 

Deploy Schema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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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림과 같이 스크립트를 실행한 결과가 아무런 에러없이 정상적임을 표시하여 줍니다. 

 

8. Azure SQL Database로 마이그레이션 될 데이터의 정보(스키마, 데이터 수)가 보여집니다. 

‘Start Data Migration’을 클릭하여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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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이그레이션은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0. Azure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면 데이터가 모두 마이그레이션이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MAP 툴과 DMA 툴을 이용하면 On-prem Database 환경을 Azure로 좀 더 쉽고 

빠르게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를 참고하여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