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호스팅 자료 백업 매뉴얼 ] 

우선 FTP 프로그램인 FileZilla 프로그램은 http://filezilla-project.org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고 설치 합니다. 

설치 후 실행 시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FTP 접속 방법은 

 

호스트에는 웹 호스팅의 경우 www를 제외한 도메인 명, 서버 호스팅인 경우 IP 주소를 입력 합니다. 

사용자명은 ftp 아이디를 입력 하시고 비밀번호에는 ftp 계정 패스워드를 입력 하면 됩니다. 

포트는 웹 호스팅의 경우 21번, 서버 호스팅인 경우는 고객님이 설정하신 포트 (따로 설정을 하지 않으신 경우 21번 포트)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웹, 서버 호스팅 고객은 고객님들의 웹, 및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백업 받아 주시고  

 

무료 홈페이지 고객은 FTP에 접속 하시면 위와 같이 파일이 보이게 되는데 data 와 html 폴더를 다운로드 받아 백업 받아 주시면 됩니다. 

 

 

https://filezilla-project.org/


 

[ Mysql DB 백업 / 복구 ] 

Putty 나 다른 기타 SSh 툴, 혹은 phpmyadmin을 사용하여 Mysql DB 를 백업하는 방법입니다. 

1, Ssh 툴을 이용하는 방법  

사용하시는 포털 사이트에 putty 를 검색하셔서 다운 받으신 후 실행 시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Host Name 에 www를 제외한 도메인 주소를 입력 하시고 

Open 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접속 정보는 FTP 의 접속 정보와 동일 합니다.  

서버에 접속한 뒤 아래의 “Mysql DB 백업”을 맞춰서 입력 해주시면 DB 백업 파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2. phpmyadmin 을 이용하는 방법 

Phpmyadmin 에 접속 하시는 방법은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하시는 도메인 뒤에 /myadmin/ 을 입력 해주시면 됩니다.  

예 ) www.test.com/myadmin/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사이트에 DB 사용자 명과 암호를 적고 로그인 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후 좌측 하단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들어간 후 데이터베이스 옆에 있는 SQL 을 누른 다음 아래에 있는 “Mysql DB 백업”을 맞춰서 명령어를 입력 해주시면 DB 백업 파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1, 2번의 방법으로 백업 파일을 만드신 후 FTP 로 백업 파일을 서버 외부 다른 외부 매체에 저장 하여 보관 하시면 됩니다. 

 

Mysql DB 백업 

mysqldump -u [사용자 아이디] -p [데이터베이스명] > 저장할 파일명.sql 

 예) mysqldump -u root -p data > data.sql 

Mysql DB 복구 

mysql -u [사용자 아이디] -p [데이터베이스명] < 덤프파일명.sql 

 예) mysql -u root -p data < data.sq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