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rsion 변경일자 변경자(작성자) 주요내용 

1 2017.03.03 이대혁 MySQL Enterprise Backup 메뉴얼 

2    

3    

 

Author 이대혁 

Creation Date 2017.03.03 

Last Updated   

Version  

Copyright(C) 2004 Goodus Inc. 

All Rights Reserved 

MySQL Enterprise Backup 메뉴얼 



MySQL Enterprise Backup 

- 2 – 

Contents 

목차 

1. System Overview ............................................................................................................ 3 

1.1. System구성도 .......................................................................................................... 3 
1.2. H/W and OS Info ..................................................................................................... 3 

1.2.1. Hardware ...................................................................... 3 

1.2.2. HW / OS Info .................................................................. 3 

1.2.3. IP Info ....................................................................... 3 

2. Database .......................................................................................................................... 3 

2.1. MySQL Info ............................................................................................................... 3 

2.1.1. MySQL Info .................................................................... 3 
2.2. Configration ............................................................................................................ 3 

2.2.1. MySQL 서버 my.cnf 설정 ........................................................ 3 

3. 기존 mysqldump 백업 .................................................................................................. 5 

3.1. 테스트 사전 구성 ....................................................................................................... 5 

3.1.1. Database 생성 ................................................................. 5 

3.1.2. Test Table 생성 및 Data 생성 .................................................. 6 
3.2. 전체 백업 & 복구 ...................................................................................................... 7 
3.3. 특정 Database 백업 및 복구..................................................................................... 9 
3.4. 특정 Table 백업 및 복구 ......................................................................................... 12 

4. Enterprise Backup Perfomance ................................................................................. 16 

4.1. Enterprise Backup 이란? ....................................................................................... 16 
4.2. Enterprise Backup Performance ............................................................................ 17 
4.3. Enterprise Backup 수립 계획 ................................................................................. 17 
4.4. Backup 계정 추가 ................................................................................................... 19 
4.5. Enterprise Backup Directory 위치 및 전략 ............................................................ 20 
4.6. Enterprise Backup ................................................................................................. 20 
4.7. Enterprise Recovery .............................................................................................. 22 
4.8. MySQL Enterprise Backup Installation.................................................................. 23 

4.8.1. MySQL Enterprise Backup Download ............................................. 23 

4.8.2. MySQL Enterprise Backup Installation ......................................... 23 

5. Enterprise Backup Option .......................................................................................... 26 

6. Enterprise Solution을 이용한 Backup 및 활용 ..................................................... 27 

 

 

 

 

 

 

 



MySQL Enterprise Backup 

- 3 – 

1. System Overview  
1.1. System구성도 
1.2. H/W and OS Info 
1.2.1. Hardware 

항목 Information 

CPU Intel(R) Xeon(R) CPU E5640 @ 2.67GHz 
Memory 3G 

 

1.2.2. HW / OS Info 
항목 Master 

OS OEL 6.7 
Hostname master 

SWAP 3G 
/tmp SIZE 54G 

 

1.2.3. IP Info 
NIC Name Master 

Eth0 172.40.40.134 

 

2. Database 
2.1. MySQL Info 
2.1.1. MySQL Info 

 Master 
Version MySQL 5.7.14 
datadir /mysql/data 

 

2.2. Configration 
2.2.1. MySQL 서버 my.cnf설정 

n /etc/my.cnf 가 존재하며 변경 하면 mysql 데몬을 반드시 재기동 해야합니다. 
Ø MySQL 서버 

[root@master ~]# cat /etc/my.cnf 

# For advice on how to change settings please see 

# http://dev.mysql.com/doc/refman/5.7/en/server-configuration-defaults.html 

# *** DO NOT EDIT THIS FILE. It's a template which will be copied to the 

# *** default location during install, and will be replaced i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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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grade to a newer version of MySQL. 

 

[mysqld] 

 

# Remove leading # and set to the amount of RAM for the most important data 

# cache in MySQL. Start at 70% of total RAM for dedicated server, else 10%. 

# innodb_buffer_pool_size = 128M 

 

# Remove leading # to turn on a very important data integrity option: logging 

# changes to the binary log between backups. 

# log_bin 

 

# These are commonly set, remove the # and set as required. 

# basedir = ..... 

# datadir = ..... 

# port = ..... 

# server_id = ..... 

# socket = ..... 

 

# Remove leading # to set options mainly useful for reporting servers. 

# The server defaults are faster for transactions and fast SELECTs. 

# Adjust sizes as needed, experiment to find the optimal values. 

# join_buffer_size = 128M 

# sort_buffer_size = 2M 

# read_rnd_buffer_size = 2M  

 

sql_mode=NO_ENGINE_SUBSTITUTION,STRICT_TRANS_TABLES  

 

[mysqld] 

 

basedir=/mysql 

datadir=/mysql/data 

port=3306 

server_id=1 

log-error=/mysql/logs/mysqld.log 

pid-file=/mysql/data/mysqld.pid 

socket=/mysql/mysql.sock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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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ket=/mysql/mysql.sock 

 

3. 기존 mysqldump 백업  
n Mysql 설치 시 기본 binary 에 mysqldump 바이너리가 존재하며 해당 Utility 를 이용하

여 MySQL 백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 해당 장에서는 다양한 사례의 복구 방법보다는 기본적인 백업 및 복구 방법을 다룹니

다. 
n mysqldump 바이너리를 이용한 백업으로는 전체 Full Backup, Database 백업, Table 백

업 방법으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3.1. 테스트 사전 구성 
3.1.1. Database 생성 

mysql> show databases; 

+--------------------+ 

| Database           | 

+--------------------+ 

| information_schema | 

| mysql              | 

| performance_schema | 

| sys                | 

+--------------------+ 

4 rows in set (0.03 sec) 

 

mysql> create database Backuptest; 

Query OK, 1 row affected (0.00 sec) 

 

mysql> show databases; 

+--------------------+ 

| Database           | 

+--------------------+ 

| information_schema | 

| Backuptest         | 

| mysql              | 

| performance_schema | 

| sys                | 

+--------------------+ 

5 rows in set (0.0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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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Test Table생성 및 Data 생성 

mysql> use Backuptest; 

Database changed 

 

mysql> show tables; 

Empty set (0.00 sec) 

è Backuptest 데이터베이스에 Table 없음 확인 

 

mysql> create table TEST( 

    -> id INT NOT NULL AUTO_INCREMENT PRIMARY KEY, 

    -> data varchar(10)); 

Query OK, 0 rows affected (0.04 sec) 

è TEST 테이블 생성 

 

mysql> insert into Backuptest.TEST(data) values('ldh'); 

Query OK, 1 row affected (0.03 sec) 

 

mysql> insert into Backuptest.TEST(data) values('kdh'); 

Query OK, 1 row affected (0.01 sec) 

 

mysql> insert into Backuptest.TEST(data) values('jyk'); 

Query OK, 1 row affected (0.00 sec) 

 

mysql> flush privileges; 

Query OK, 0 rows affected (0.01 sec) 

 

mysql> show tables; 

+----------------------+ 

| Tables_in_Backuptest | 

+----------------------+ 

| TEST                 | 

+----------------------+ 

1 row in set (0.00 sec) 

è TEST 테이블 생성 확인 

 

mysql> select * from Backuptest.TEST; 

+----+------+ 

| id | dat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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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ldh  | 

|  2 | kdh  | 

|  3 | jyk  | 

+----+------+ 

3 rows in set (0.01 sec) 

èTEST 테이블에 Data 건 수 확인 
 

3.2. 전체 백업 & 복구 
n Backup Command 

CASE1 : mysqldump -uroot -p'비밀번호' -A > '저장할파일명' 

CASE2 : mysqldump -uroot -p'비밀번호' --all > '저장할파일명' 

 

[root@prod backuptest]# pwd 

/mysql/backuptest 

[root@prod backuptest]# mysqldump -uroot -p -A > mysqlfull.sql 

Enter password:                                    ç P/W 입력 

[root@prod backuptest]# ls -l 

total 756 

-rw-r--r-- 1 root root 773770 Nov  4 15:36 backupfull.sql  

[root@prod backuptest]# 

 
n Database drop  

테스트를 위해 Backuptest Database Drop 

mysql> show databases; 

+--------------------+ 

| Database           | 

+--------------------+ 

| information_schema | 

| Backuptest         | 

| mysql              | 

| performance_schema | 

| sys                | 

+--------------------+ 

5 rows in set (0.00 sec) 

 

mysql> drop database Backuptest; 

Query OK, 1 row affected (0.04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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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flush privileges; 

Query OK, 0 rows affected (0.00 sec) 

 

mysql> show databases; 

+--------------------+ 

| Database           | 

+--------------------+ 

| information_schema | 

| mysql              | 

| performance_schema | 

| sys                | 

+--------------------+ 

4 rows in set (0.00 sec) 

 

mysql> 

 
n Recover Command 

mysql -uroot -p'비밀번호' < 덤프파일명 

 
[root@prod backuptest]# mysql -uroot -p < backupfull.sql 

Enter password:  

[root@prod backuptest]# 

 
n 복구 확인 

mysql> show databases; 

+--------------------+ 

| Database           | 

+--------------------+ 

| information_schema | 

| Backuptest         | 

| mysql              | 

| performance_schema | 

| sys                | 

+--------------------+ 

5 rows in set (0.00 sec) 

è 전제 복구로 삭제한 데이터베이스 존재 확인 

 

mysql>  

mysql> use Backup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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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table information for completion of table and column names 

You can turn off this feature to get a quicker startup with -A 

 

Database changed 

mysql>  

mysql> show tables; 

+----------------------+ 

| Tables_in_Backuptest | 

+----------------------+ 

| TEST                 | 

+----------------------+ 

1 row in set (0.00 sec) 

è 테이블 조회 확인 결과 복구 확인 

 

mysql> select * from TEST; 

+----+------+ 

| id | data | 

+----+------+ 

|  1 | ldh  | 

|  2 | kdh  | 

|  3 | jyk  | 

+----+------+ 

3 rows in set (0.00 sec) 

è 데이터 조회 결과 동일 확인 

 
 
 

3.3. 특정 Database 백업 및 복구 
n Backup Command 

CASE1(단일) : mysqldump -uroot -p '비밀번호' --databases 'DB 명' > '저장할파일명' 

CASE2(여러 개) : mysqldump -u root -p --databases DB1 DB2 > 파일명 

 

[root@prod backuptest]# mysqldump -u root -p --databases Backuptest > backupDB.sql 

Enter password: 

[root@prod backuptest]# 

[root@prod backuptest]# ls -l 

total 760 

-rw-r--r-- 1 root root    816 Nov  4 15:45 backupDB.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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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r--r-- 1 root root 773770 Nov  4 15:36 backupfull.sql 

 
n Database drop  

테스트를 위해 Backuptest Database Drop 

mysql> show databases; 

+--------------------+ 

| Database           | 

+--------------------+ 

| information_schema | 

| Backuptest         | 

| mysql              | 

| performance_schema | 

| sys                | 

+--------------------+ 

5 rows in set (0.00 sec) 

 

mysql> drop database Backuptest; 

Query OK, 1 row affected (0.04 sec) 

 

mysql> flush privileges; 

Query OK, 0 rows affected (0.00 sec) 

 

mysql> show databases; 

+--------------------+ 

| Database           | 

+--------------------+ 

| information_schema | 

| mysql              | 

| performance_schema | 

| sys                | 

+--------------------+ 

4 rows in set (0.00 sec) 

 

mysql> 

 
n Recover Command 

mysql -uroot -p'비밀번호' < 덤프파일명 

 
[root@prod backuptest]# mysql -u root -p < backupDB.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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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 password:  
[root@prod backuptest]# 

 
n 복구 확인 

mysql> show databases; 

+--------------------+ 

| Database           | 

+--------------------+ 

| information_schema | 

| Backuptest         | 

| mysql              | 

| performance_schema | 

| sys                | 

+--------------------+ 

5 rows in set (0.00 sec) 

è 전제 복구로 삭제한 데이터베이스 존재 확인 

 

mysql>  

mysql> use Backuptest 

Reading table information for completion of table and column names 

You can turn off this feature to get a quicker startup with -A 

 

Database changed 

mysql>  

mysql> show tables; 

+----------------------+ 

| Tables_in_Backuptest | 

+----------------------+ 

| TEST                 | 

+----------------------+ 

1 row in set (0.00 sec) 

è 테이블 조회 확인 결과 복구 확인 

 

mysql> select * from TEST; 

+----+------+ 

| id | data | 

+----+------+ 

|  1 | ldh  | 

|  2 | kd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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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jyk  | 

+----+------+ 

3 rows in set (0.00 sec) 

è 데이터 조회 결과 동일 확인 

 
 
 

3.4. 특정 Table 백업 및 복구 
n Backup Command 

mysqldump - uroot -p '비밀번호' 'DB 명' 테이블명' > '저장할파일명' 

 
n Table 3 개 생성 및 값 Insert 

mysql> create table TEST1( 

    -> id INT NOT NULL AUTO_INCREMENT PRIMARY KEY, 

    -> data varchar(10)); 

Query OK, 0 rows affected (0.01 sec) 

 

mysql> create table TEST2( 

    -> id INT NOT NULL AUTO_INCREMENT PRIMARY KEY, 

    -> data varchar(10)); 

Query OK, 0 rows affected (0.01 sec) 

 

mysql> create table TEST3( 

    -> id INT NOT NULL AUTO_INCREMENT PRIMARY KEY, 

    -> data varchar(10)); 

Query OK, 0 rows affected (0.01 sec) 

 

mysql> insert into Backuptest.TEST1(data) values('ldh'); 

Query OK, 1 row affected (0.00 sec) 

 

mysql> insert into Backuptest.TEST2(data) values('kdh'); 

Query OK, 1 row affected (0.00 sec) 

 

mysql> insert into Backuptest.TEST3(data) values('jyk'); 

Query OK, 1 row affected (0.00 sec) 

 

mysql>  

mysql> flush privile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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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y OK, 0 rows affected (0.00 sec) 

 

mysql> show tables; 

+----------------------+ 

| Tables_in_Backuptest | 

+----------------------+ 

| TEST1                | 

| TEST2                | 

| TEST3                | 

+----------------------+ 

3 rows in set (0.00 sec) 

 

mysql> select * from TEST1; 

+----+------+ 

| id | data | 

+----+------+ 

|  1 | ldh  | 

+----+------+ 

1 row in set (0.00 sec) 

 

mysql> select * from TEST2; 

+----+------+ 

| id | data | 

+----+------+ 

|  1 | kdh  | 

+----+------+ 

1 row in set (0.00 sec) 

 

mysql> select * from TEST3; 

+----+------+ 

| id | data | 

+----+------+ 

|  1 | jyk  | 

+----+------+ 

1 row in set (0.00 sec) 

 

my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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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prod backuptest]# mysqldump -uroot -p Backuptest TEST1 TEST2 > backuptable.sql 

Enter password:  

[root@prod backuptest]# ls -l 

total 764 

-rw-r--r-- 1 root root   2089 Nov  4 16:06 backupDB.sql 

-rw-r--r-- 1 root root 773770 Nov  4 15:36 backupfull.sql 

-rw-r--r-- 1 root root   2549 Nov  4 16:46 backuptable.sql 

[root@prod backuptest]#  

è 복구 시 이전 Database 복구와 동일하기 때문에 백업을 TEST1, TEST2 테이블만 받습니다. 

 
n Table drop  

테스트를 위해 Backuptest Database Drop 

mysql> show databases; 

+--------------------+ 

| Database           | 

+--------------------+ 

| information_schema | 

| Backuptest         | 

| mysql              | 

| performance_schema | 

| sys                | 

+--------------------+ 

5 rows in set (0.00 sec) 

 

mysql> use Backuptest; 

Reading table information for completion of table and column names 

You can turn off this feature to get a quicker startup with -A 

 

Database changed 

 

mysql> show tables; 

+----------------------+ 

| Tables_in_Backuptest | 

+----------------------+ 

| TEST1                | 

| TEST2                | 

| TEST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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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w in set (0.00 sec) 

 

mysql> drop table TEST1; 

Query OK, 0 rows affected (0.01 sec) 

 

mysql> drop table TEST2; 

Query OK, 0 rows affected (0.01 sec) 

 

mysql> drop table TEST3; 

Query OK, 0 rows affected (0.01 sec) 

 

mysql> show tables; 

Empty set (0.00 sec) 

 

mysql> 

è TEST 테이블 3개 모두 삭제 확인 

 
n Recover Command 

mysql -uroot -p'비밀번호' 'database 명' < 덤프파일명 

 
[root@prod backuptest]# mysql -u root -p Backuptest < backuptable.sql 

Enter password:  

[root@prod backuptest]#  

è 일반적으로 Database 복구와 같습니다. 
 

n 확인 
mysql> use Backuptest; 

Reading table information for completion of table and column names 

You can turn off this feature to get a quicker startup with -A 

 

Database changed 

mysql> show tables; 

+----------------------+ 

| Tables_in_Backuptest | 

+----------------------+ 

| TEST1                | 

| TEST2                | 

+----------------------+ 

2 rows in set (0.0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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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select * from TEST1; 

+----+------+ 

| id | data | 

+----+------+ 

|  1 | ldh  | 

+----+------+ 

1 row in set (0.00 sec) 

 

mysql> select * from TEST2; 

+----+------+ 

| id | data | 

+----+------+ 

|  1 | kdh  | 

+----+------+ 

1 row in set (0.00 sec) 

 

mysql> 

è TEST3 테이블을 제외한 TEST1, TEST2 만 정상적으로 복구 되었으며 건 수도 확인 가능합니다. 

 
 

4. Enterprise Backup Perfomance 
4.1. Enterprise Backup 이란? 
MySQL 엔터프라이즈 백업은 MySQL 서버의 백업 Utility 입니다.  
바로 Cloud Storage 백업, 암호화 및 압축 및 중요 데이터 Online Backup, 증분 및 차등 백업, 
선택 백업 및 복구 지원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멀티 플랫폼에 지원되는 고성능 
유틸리티  입니다. 기존 mysqldump 백업과는 다르게 다양한 기능 및 빠른 속도의 성능이 지
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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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nterprise Backup Performance 

 
è mysqldump 와 Enterprise Backup 퍼포먼스 비교 

 

4.3. Enterprise Backup 수립 계획 
n Enterprise Backup 으로 백업을 할 때 준비해야 할 것들(백업-확인-복구 싸이클, 다양한 

백업 시나리오)을 다루며 샘플 명령어와 output 를 포함하여 mysqlbackup client 를 이
용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백업하는 방법을 가이드 합니다. 

n Database 정보 수집 
백업 하기 전에 몇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백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정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처음으로 백업하기 전에 다음 표에 설명 된대로 일부 정보

를 수집하고 이를 사용하여 계획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Information to Gather 위치 사용법 
MySQL 구성 파일의 경로 기본 시스템 위치, 하드 코딩 된 응용 프 mysqlbackup 에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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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기본 위치 또는 mysqld 시작 스

크립트의 --defaults-file 옵션. 

설정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좋

은 방법은 --defaults-file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며 구성 파일에서 

연결 및 데이터 레이아웃 정보

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아래 나

열된 대부분의 정보를 별도로 

제공 할 필요가 없습니다. 

MySQL port 
MySQL 설정 파일 또는 mysqld 시작 스

크립트. 

백업 작업 중 데이터베이스 인

스턴스에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

다. mysqlbackup 의 --port 옵션

을 통해 지정됩니다. 정보가 

MySQL 구성 파일에서 사용 가

능하면 사양은 필요하지 않습니

다. 또한 OS 레벨 파일 조작을 

사용하여 파일에서 직접 작동하

는 콜드 (오프라인) 백업을 수행 

할 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MySQL 데이터 디렉토리 경로 
MySQL 설정 파일 또는 mysqld 시작 스

크립트. 

백업 작업 중에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서 파일을 검색하고 

복원 작업 중에 파일을 데이터

베이스 인스턴스에 다시 복사하

는 데 사용됩니다. 핫 백업 및 

웜 백업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연결에서 자동으로 검색되고 콜

드 백업을 위해 MySQL 구성 

파일에서 가져옵니다. 

권한있는 MySQL 사용자 계정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는 동안 

이를 기록하거나 소유하지 않은 데이터

베이스를 백업 할 때 DBA 로부터 가져와

야합니다. OS 수준의 파일 권한을 사용

하여 파일에서 직접 작동하는 오프라인 

(콜드) 백업을 수행 할 때는 필요하지 않

습니다. 콜드 백업의 경우 관리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mysqlbackup 의 --password 옵

션을 통해 지정됩니다. 암호 인

수없이 --password 옵션이있는 

경우 터미널에서 프롬프트됩니

다. 

백업 데이터 또는 메타 데이터

를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저장

하는 경로 

-  

일반적으로이 디렉토리는 

mysqlbackup 이 데이터를 쓰기 

위해 비어 있어야 합니다. 

백업 파일에 대한 소유자 및 사

용 권한 정보 (Linux, Unix 및 
MySQL 데이터 디렉토리 

원본 파일에 적용되는 것보다 

다른 OS 사용자 ID 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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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X 시스템 용) umask 설정을 사용하여 백업을 

수행하는 경우 백업 데이터에 

chown 및 chmod 와 같은 명령

을 실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InnoDB redo 로그 파일의 크기 

innodb_log_file_size 및 

innodb_log_files_in_group 구성 변수의 

값으로부터 계산됩니다. --incremental-

with-redo-log-only 옵션에 대해 설명한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incremental 옵션 대신 --

incremental-with-redo-log-only 

옵션을 사용하여 증분 백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InnoDB 리두 로그의 크기와 리

두 데이터의 생성 속도는 증분 

백업을 얼마나 자주 수행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Redo Data 가 생성되는 비율 

InnoDB 논리 순서 번호의 값으로부터 다

른 시점에서 계산됩니다. --incremental-

with-redo-log-only 옵션에 대해 설명한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incremental 옵션 대신 --

incremental-with-redo-log-only 

옵션을 사용하여 증분 백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InnoDB 리두 로그의 크기와 리

두 데이터의 생성 속도는 증분 

백업을 얼마나 자주 수행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 Path to MySQL configuration file 

- MySQL port 

- Path to MySQL data directory 

- ID and password of privileged MySQL user 

- Path under which to store backup data or metadata, temporarily or permanently 

- Owner and permission information for backed-up files (for Linux, Unix, and OS X systems) 

- Size of InnoDB redo log files 

- Rate at which redo data is generated :  

다양한 시점의 InnoDB logical sequence number 값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Use the technique explained for the --incremental-with-redo-log-only option. 

 

4.4. Backup 계정 추가 
n Backup 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RELOAD on all DB, Table 

- CREATE, DROP, INSERT, UPDATE on mysql.backup_progress and mysql.backup_history 

- SELECT on mysql.backup_history 

- SUPER : logging 을 (비)활성화 시키기 위해, DB 가 동작하다가 깨지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lock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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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하기 위해 필요. 

- REPLICATION CLIENT : binlog position 을 추출하기 위해 필요 

- PROCESS : ALGORITHM = INPLACE 구문의 DDL 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 

 

CREATE USER 'mysqlbackup'@'localhost' IDENTIFIED BY 'new-password'; 

GRANT RELOAD ON *.* TO 'mysqlbackup'@'localhost'; 

GRANT CREATE, INSERT, DROP, UPDATE ON mysql.backup_progress TO 'mysqlbackup'@'localhost'; 

GRANT CREATE, INSERT, SELECT, DROP, UPDATE ON mysql.backup_history TO 'mysqlbackup'@'localhost'; 

GRANT REPLICATION CLIENT ON *.* TO 'mysqlbackup'@'localhost'; 

GRANT SUPER ON *.* TO 'mysqlbackup'@'localhost'; 

GRANT PROCESS ON *.* TO 'mysqlbackup'@'localhost'; 

 

n Transportable tablespaces (TT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권한을 필요 

- LOCK TABLES and SELECT on backup table 

- CREATE and ALTER for restoring table 

GRANT LOCK TABLES, SELECT, CREATE, ALTER ON *.* TO 'mysqlbackup'@'localhost'; 

 

n Tape backup 을 위해서는 아래 권한이 필요 

- CREATE, DROP, INSERT, UPDATE on mysql.backup_sbt_history 

GRANT CREATE, INSERT, DROP, UPDATE ON mysql.backup_sbt_history TO 'mysqlbackup'@'localhost'; 

 

 
 

4.5. Enterprise Backup Directory 위치 및 전략 
mysqlbackup 이 실행되면 single-file backup, data 또는 metadata 를 backup directory 에 기록합니다. 

--backup-dir 옵션 : 백업 위치 지정 

--with-timestamp 옵션 : 백업 하위 디렉토리에 자동으로 timestamp 를 포함한 디렉토리를 생성한다. 
 

4.6. Enterprise Backup  
아래 예제는  backup-to-image 옵션을 써서 1 개의 backup file 을 생성 가능하며 접속 정보는 --user, --host, --

password 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개의 backup file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backup-image 옵션을 사용,  

temp file 을 저장할 빈 폴더 위치는  --backup-dir 옵션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 ./mysqlbackup --user=root --password --host=<호스트 IP> --backup-image=/home/admin/backups/my.mbi \ 

  --backup-dir=/home/admin/backup-tmp backup-to-image 
 

n 정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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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e 명령을 써서 제대로 백업되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하기는 정상 수행된 백업 파일의 예시 입니다. 

$ mysqlbackup –backup-image=/meb/backups/image.mbi --decrypt --key-file=/meb/enckeyfile validate 

 

140219 11:22:44 mysqlbackup: INFO: Validating image ... /logs/img.bi 

140219 11:22:44 mysqlbackup: INFO: Validate: [Dir]: meta 

140219 11:22:45 mysqlbackup: INFO: Total files as specified in image: 44 

mysqlbackup: INFO: datadir/tpch/tabnorm7.ibd Validated... 

mysqlbackup: INFO: datadir/tpch/tabnorm8.ibd Validated... 

mysqlbackup: INFO: datadir/tpch/tabnorm9.ibd Validated... 

................ 

140219 11:22:45 mysqlbackup: INFO: Validate operation completed successfully. 

140219 11:22:45 mysqlbackup: INFO: Backup Image validation successful. 

mysqlbackup: INFO: Source Image Path = /logs/img.bi 

mysqlbackup completed OK! 
 

n 헤더의 checksum 불일치 되는 결과 샘플 

mysqlbackup: ERROR: Checksum mismatch. 

Computed checksum: ###          Checksum in image: ### mysqlbackup:    ERROR: Problem verifying 

checksum of initial header of backup image. 

Image Path = /meb/backups/image.mbi 

mysqlbackup: ERROR: Backup image validation failed. 
 

n 깨진 ibd 파일을 포함하는 이미지에 대한 결과 샘플 

mysqlbackup: ERROR: datadir/db2/bigtab1.ibd has corrupt page number : 64   page number from page header : 64 

mysqlbackup: ERROR: datadir/db2/bigtab1.ibd is corrupt and has : 10 corrupt pages 

mysqlbackup: ERROR: datadir/db2/t1.ibd has corrupt page number : 4   page number from     page header : 0 

....... 

mysqlbackup: ERROR: datadir/db2/t1.ibd is corrupt and has : 5 corrupt pages 

mysqlbackup: ERROR: datadir/ibdata1 has corrupt page number : 63   page number from page header : 63 

mysqlbackup: ERROR: datadir/ibdata1 has corrupt page number : 7   page number from page header : 7 

.......... 

mysqlbackup: ERROR: datadir/ibdata1 is corrupt and has : 10 corrupt pages 

mysqlbackup failed with errors! 
 

n 압축백업(Compress Backup)에 대한 validation 성공 결과 

mysqlbackup: INFO: /backups/backup-dir/datadir/tpch/tabnorm5.ibz Validated... 

mysqlbackup: INFO: /backups/backup-dir/datadir/tpch/tabnorm6.ibz Validated... 

mysqlbackup: INFO: /backups/backup-dir/datadir/tpch/tabnorm7.ibz Vali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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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backup: INFO: /backups/backup-dir/datadir/tpch/tabnorm8.ibz Validated... 

mysqlbackup: INFO: /backups/backup-dir/datadir/tpch/tabnorm9.ibz Validated... 

mysqlbackup: INFO: /backups/backup-dir/datadir/tpch/tabrowformat.ibz Validated... 

140219 11:22:45 mysqlbackup: INFO: Validate backup directory operation completed successfully. 
 
 
 

4.7. Enterprise Recovery 
n Recovery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defaults-file : 단일 이미지 백업을 만들 때 --backup-dir 을 사용하여 지정한 임시 디렉토리에 생성 된 구성 파일 

backup-my.cnf 를 제공합니다. 

--datadir : 복구할 data dir 위치 

--backup-image : single file backup 파일 위치 

--backup-dir : 복원 절차 중에 생성 된 임시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 빈 폴더의 위치를 제공합니다. 
 

n 복구 절차 
1. database server 를 shutdown 합니다. 

2. copy-back-and-apply-log 명령으로 mysqlbackup 을 실행 합니다. 

- apply-log 를 통해서 consistent state 으로 업데이트되어 raw backup 상태에서 prepared backup 상태가 됩

니다. 

- copy-back 을 통해서 my.cnf 에 정의된 위치로 table, index, metadata, log 등이 이동됩니다. 

$ ./mysqlbackup  --defaults-file=/home/admin/backup-tmp/backup-my.cnf  --datadir=/var/lib/mysql \ 

  --backup-image=/home/admin/backups/my.mbi  --backup-dir=/home/admin/restore-tmp copy-back-and-apply-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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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MySQL Enterprise Backup Installation 
4.8.1. MySQL Enterprise Backup Download 

 
 

 
 
è Metalink 에서 MySQL Enterprise Backup 을 Download 받아 설치해야하며  

Enterprise Backup 관련 라이선스를 구매하셔야 이용 가능합니다.  
각각 Devian, RPM, TAR형태의 파일이 존재하며 원하는 파일을 받아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상에서는 TAR 파일로 진행합니다. 

 
 

4.8.2. MySQL Enterprise Backup Installation 

n MySQL profile 
MySQL 유져의 Binary 파일의 경로를 PATH 에 지정합니다. 

# .bash_profile 

 

# Get the aliases and functions 

if [ -f ~/.bashrc ]; then 

       . ~/.bashrc 

fi 

 

# User specific environment and startup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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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PATH:$HOME/bin 

 

export PATH 

 

umask 022 

export LANG=C 

export NLS_DATE_FORMAT='YYYY-MM-DD:HH24:MI:SS' 

export EDITOR=vi 

export NLS_LANG=American_Ameriaca.KO16MSWIN949 

PS1='$PWD $' 

PATH=$PATH:$HOME/bin:/mysql/bin:/usr/local/mysql: 
 

n Binary File BIN디렉터리로 Copy 
p24412280_400_Linux-x86-64.zip 파일안에 meb-4.0.3-el6-x86-64bit.tar.gz 파일이 존재하며 해
당 파일안에 mysqlbackup 바이너리 파일이 존재합니다. 해당 바이너리 파일 BIN 으로 Copy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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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백업테스트 

[root@master bin]# mysqlbackup --defaults-file=/etc/my.cnf --user=root --password --backup-

dir=/mysql/backup backup --compress 

MySQL Enterprise Backup version 4.0.3 Linux-4.1.12-37.4.1.el6uek.x86_64-x86_64 [2016/08/04]  

Copyright (c) 2003, 2016, Oracle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mysqlbackup: INFO: Starting with following command line ... 

 mysqlbackup --defaults-file=/etc/my.cnf --user=root --password  

        --backup-dir=/mysql/backup backup --compress  

 

 mysqlbackup: INFO:  

Enter password:  

 mysqlbackup: INFO: MySQL server version is '5.7.14-enterprise-commercial-advanced' 

 mysqlbackup: INFO: MySQL server compile os version is 'linux-glibc2.5' 

 mysqlbackup: INFO: Got some server configuration information from running server. 

 

IMPORTANT: Please check that mysqlbackup run completes successfully. 

           At the end of a successful 'backup' run mysqlbackup 

           prints "mysqlbackup completed OK!". 

 

161027 16:11:58 mysqlbackup: INFO: MEB logfile created at /mysql/backup/meta/MEB_2016-10-27.16-11-

58_compress_backup.log 

 

-------------------------------------------------------------------- 

                       Server Repository Options: 

-------------------------------------------------------------------- 

  datadir = /mysql/data/ 

  innodb_data_home_dir =  

  innodb_data_file_path = ibdata1:12M:autoextend 

  innodb_log_group_home_dir = /mysql/data/ 

  innodb_log_files_in_group = 2 

  innodb_log_file_size = 50331648 

  innodb_page_size = 16384 

  innodb_checksum_algorithm = crc32 

  innodb_buffer_pool_filename = ib_buffer_pool 

  innodb_undo_directory = /mysql/data/ 

  innodb_undo_tablespaces = 0 

  innodb_undo_logs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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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up Config Options: 

-------------------------------------------------------------------- 

  datadir = /mysql/backup/datadir 

  innodb_data_home_dir = /mysql/backup/datadir 

. 

(생략) 

. 

161027 16:11:58 mysqlbackup: INFO: Creating server config files server-my.cnf and server-all.cnf in /mysql/backup 

161027 16:11:58 mysqlbackup: INFO: 22 MB of data files compressed to 884 kbytes (compression 96.08%). 

161027 16:11:58 mysqlbackup: INFO: Compress Backup operation completed successfully. 

161027 16:11:58 mysqlbackup: INFO: Backup created in directory '/mysql/backup' 

 

------------------------------------------------------------- 

   Parameters Summary          

------------------------------------------------------------- 

   Start LSN                  : 2525696 

   End LSN                    : 2526014 

------------------------------------------------------------- 

 

mysqlbackup completed OK! 

[root@master bin]# 
 

 

5. Enterprise Backup Option 
n http://www.mysql.com/products/enterprise/backup.html 을 참고하였으며 다양한 옵션 및 

기존 백업보다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mysqlbackup --help 으로 옵션 확인

이 가능합니다. 

“Hot” Online Backups MySQL 의 트랜잭션을 중단없이 완벽하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High Performance 빠른 백업 및 복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Incremental Backup 마지막 백업 이후에 변경된 백업 데이터만 증분 백업 가능합니다. 

Partial Backup 특정 Table 과 Tablespace 를 대상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Full Instance Backup 
데이터뿐만 아니라 구성을 쉽게 완전한 "복제"를 만들기위한 기타 정보를 백업 

가능합니다. 

Advanced Optimistic Backup 
최적화하고 백업을 절감하고 사용 패턴을 평가하여 복구 시간을 단축 가능 합니

다. 

Fast Recovery 
빠른 복구 기능으로 서버를 다시 온라인으로 가져와 복제 된 서버를 만드는 것

도 가능합니다. 

Point-in-Time Recovery (PITR) 특정 트랜잭션 복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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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Hot" Selective Restore 실행중인 데이터베이스에만 선택한 테이블을 리턴 가능 합니다. 

Direct Cloud Storage Backup via 

S3 and Swift APIs 

백업 및 AWS S3 API 를 사용하여 Oracle 스토리지 클라우드, S3 및 다른 클라우

드 스토리지에 직접 복원 가능합니다. 

Advanced LZ4 Compression 낮은 임펙트로 효율적인 초고속 LZ4 압축 효율과 LZMA, Zlib 도 지원합니다. 

AES 256 encryption 
모든 기밀 백업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256 비트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암호화를 지원합니다. 

Supports MySQL TDE(NEW) 
안전한 보관, 품질의 백업을 활성화하고 TDE 암호화 된 데이터베이스 파일과 

키 복원이 가능합니다. 

Streaming "Zero storage" Single 

Step Backup and Restore 

한 서버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인 백업을 수행하고 저장을 않고도 하나의 스트리

밍 단계에서 다른 복원이 가능합니다. 

Backup Validation 
내부 페이지가 유효하고 파일의 체크섬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백업의 무결성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보증 검사를 제공 합니다. 

Exclude Tables 백업 시간과 공간을 절약하고 백업에서 불필요한 테이블을 제외 가능합니다. 

Binlog and Relay log backup HA 복제에 대한 슬레이브 서버에 복제 마스터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Include Tables 더 세분화된 백업 및 사용의 용이성을 위해 특정 테이블만 백업 가능합니다. 

Continuous Monitoring 진행 및 디스크 공간 사용을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Selective Backup/Restore 
이동 가능한 테이블 스페이스를 사용하여 백업 InnoDB 테이블에 효율적으로 운

송 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Table renaming Transportable Tablespace (TTS) 백업 및 복원 가능합니다. 

Compression 90 %까지의 저장 요건을 줄임으로써 비용 절감할 수 있습니다. 

Backup to Tape 테이프 또는 다른 미디어 관리 솔루션 스트림 백업 가능합니다. 

Partial Restore 대상 테이블과 테이블 스페이스를 복구 가능합니다. 

Restore to a Separate Location 빠르게 복제 설정을 위한 클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Reduce Failures 
MySQL 의 Developer 를 사용하여 입증된 높은 품질의 솔루션을 사용 가능합니

다. 

Multi-platform 백업 및 복원을 리눅스, 윈도우, MAC 및 Solaris 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6. Enterprise Solution을 이용한 Backup 및 활용 
n 하기 활용 예제는 신범석 K 직접 작성한 문서를 토대로 옮겼습니다. 

n MySQL Enterprise Backup 을 이용한 backup script 이며 아래 스크립트중 파란색 부분만 수정하

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n SQL Enterprise Backup 을 이용한 backup script 이며 아래 스크립트중 파란색 부분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n 사용법은 ./script_name full(full backup) or incl(incremental backup) 이며 crontab 에 등록하여 사

용하시면 됩니다. 
 

#!/bin/bash 
  
#======= 개발 서버 MySQL 백업 테스트 커맨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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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풀백업(압축) 
#/mysql/meb-4.0.3/bin/mysqlbackup --defaults-file=/etc/my.cnf --user=root --password --backup-dir=/mysql/BACKUP/full backup -
-compress 
#B.     증분백업 1(비압축) 
#/mysql/meb-4.0.3/bin/mysqlbackup --defaults-file=/etc/my.cnf --user=root --password --incremental --incremental-
base=dir:/mysql/BACKUP/full --incremental-backup-dir=/mysql/BACKUP/incr1 backup 
#C.     증분백업 1(비압축) 
#/mysql/meb-4.0.3/bin/mysqlbackup --defaults-file=/etc/my.cnf --user=root --password --incremental --incremental-
base=dir:/mysql/BACKUP/full --incremental-backup-dir=/mysql/BACKUP/incr2 backup 
#D.     복구준비(풀백업 로그반영 및 압축해제) 
#/mysql/meb-4.0.3/bin/mysqlbackup --defaults-file=/etc/my.cnf --user=root --password --backup-dir=/mysql/BACKUP/full apply-
log --uncompress 
#E.     복구준비(증분백업 1 로그반영) 
#/mysql/meb-4.0.3/bin/mysqlbackup --defaults-file=/etc/my.cnf --user=root --password --backup-dir=/mysql/BACKUP/full --
incremental-backup-dir=/mysql/BACKUP/incr1 apply-incremental-backup 
#F.     복구준비(증분백업 2 로그반영) 
#/mysql/meb-4.0.3/bin/mysqlbackup --defaults-file=/etc/my.cnf --user=root --password --backup-dir=/mysql/BACKUP/full --
incremental-backup-dir=/mysql/BACKUP/incr2 apply-incremental-backup 
#G.     복구 
#/mysql/meb-4.0.3/bin/mysqlbackup --defaults-file=/etc/my.cnf --user=root --password --backup-dir=/mysql/BACKUP/full copy-
back 
#======= 개발 서버 MySQL 백업 테스트 커맨드 ======== 
  
  
BASE_DIR="/mysql/BACKUP" 
FULL_TTL="full" 
WEEK_SEQ=`date "+%U"`   # week number of year, with Sunday as first day of week (00..53) 
BACK_SEQ="week$WEEK_SEQ" 
INCR_SEQ=`date "+%w"`   # day of week (0..6); 0 is Sunday 
INCR_TTL="incr$INCR_SEQ" 
  
FULL_DIR="$BASE_DIR/$BACK_SEQ/$FULL_TTL" 
INCR_DIR="$BASE_DIR/$BACK_SEQ/$INCR_TTL" 
BACK_MOD= 
PWD="Goodus12#" 
  
  
echo "arg1=[$1]" 
  
# ========== 백업 ==========  
if [ "$INCR_SEQ" = "0" ] || [ "$1" = "FULL" ] || [ "$1" = "full" ] 
  
then 
BACK_MOD="Full Backup" 
echo "[ >> $BACK_MOD 시작 << ]" 
echo "... Full Backup DIR=$FULL_DIR" 
mkdir $FULL_DIR -p 
BCMD="/mysql/meb-4.0.3/bin/mysqlbackup --defaults-file=/etc/my.cnf --user=root --password=$PWD --backup-dir=$FULL_DIR 
backup --compress" 
else 
BACK_MOD="증분 Backup" 
echo "[ >> $BACK_MOD 시작 << ]" 
echo "... Full Backup DIR=$FULL_DIR" 
echo "... 증분 Backup DIR=$INCR_DIR" 
mkdir $INCR_DIR -p 
BCMD="/mysql/meb-4.0.3/bin/mysqlbackup --defaults-file=/etc/my.cnf --user=root --password=$PWD --incremental --
incremental-base=dir:$FULL_DIR --incremental-backup-dir=$INCR_DIR backup" 
fi 
  
echo $BCMD 
# 백업 실행. 
$BCMD 
  
echo "[ >> $BACK_MOD 완료 << ]" 
  
  
# ========== 이전 백업 디렉토리 삭제 ==========  
# delete backup dir - "2 weeks ago" 
PRE_WEEK_SEQ=`date "--date=14 days ago" "+%U"`  # week number of year, with Sunday as first day of week (00..53) 
PRE_BACK_SEQ="week$PRE_WEEK_SEQ" 
PRE_BACK_DIR="$BASE_DIR/$PRE_BACK_SEQ" 
  
echo "[ >> 이전(2 weeks ago) 백업 디렉토리 삭제 시작 << ]" 
echo "[ >> 삭제 디렉토리 = [$PRE_BACK_DI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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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 -rf $PRE_BACK_DIR  
  
echo "[ >> 이전 백업 디렉토리 삭제 완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