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R 지갑 백업 및 복구 가이드
1. OBSR 데이터 디렉토리 찾기
데이터 디렉토리는 pc 용 지갑을 실행한 후 자동 생성됩니다.
i. 윈도우
시작 -> 실행 (또는 윈도우키+R) 을 누른 후 아래 내용을 실행:
%APPDATA%\obsr
옵저버의 데이터 폴더가 열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에게는 아래
위치입니다:
C:\Documents and Settings\사용자이름\Application data\obsr (윈도우
XP)
C:\Users\사용자이름\Appdata\Roaming\obsr (윈도우 비스타와 윈도우 7)
"AppData" 와 "Application data" 는 기본적으로 숨겨진 폴더입니다.
ii. 리눅스
기본적으로 옵저버의 데이터 디렉토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obsr/

여러분은 ls -a 를 실행해서 마침표로 시작하는 숨겨진 디렉토리를 볼 수
있습니다.
iii. MAC
기본적으로 옵저버 데이터 디렉토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Library/Application Support/obsr/

2. 여러분의 중요한 월렛 파일 백업하기
OBSR 데이터 디렉토리에 위치한 wallet.dat 파일은 여러분 주소에 대한 개인 키
(private keys)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 키는 해당 지갑에 있는 OBSR 코인이 누구의
것인지 알려주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따라서 wallet.dat 파일을 정기적으로
백업해야하며, 고급 사용자들의 경우 관련 개인 키의 하드 카피를 저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새로운 수신 주소를 생성하거나 코인을 보냈을때도 wallet.dat
을 백업하시기 바랍니다. 백업된 wallet.dat 파일은 별도의 USB 저장 장치에

보관하시기를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wallet.dat 파일과
비밀번호의 분실 시 당신은 지갑 내 모든 OBSR 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설정 방법은 바로 이어서 설명 드립니다. OSBR 지갑은 여러분이 지갑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때 마다 시간 순으로 wallet.dat 파일을 자동으로 백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업 폴더는 OBSR 데이터 디렉토리에서 “backup”
이라고 되어 있으며, 최신 10 개만 백업됩니다.
i. wallet.dat 파일 비밀 번호 설정하기
지갑을 처음 실행한 후 반드시 wallet.dat 에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설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Settings > Encrypt Wallet > Enter a secure password

지갑이 닫히고 재시작을 요구할 것입니다.
ii. 모든 OS 의 QT 에서 수동 백업하기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File > Backup Wallet > 위치를 고른 후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파일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이 파일을 안전한 곳에 저장하십시오. 예를 들어, USB 여러 개의 저장 장치에
저장한 후 금고 같은 곳에 분산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백업에서 wallet.dat 복구하기
wallet.dat 을 복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PC 를 분실했거나,
하드웨어 고장으로 데이터가 손실되었거나, 뜻하지 않게 데이터 폴더를 삭제하는
경우, 또는 wallet.dat 파일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i. 새로운/기존의 OBSR 데이터 디렉토리에 들어갑니다.
ii.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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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백업되었던 wallet 파일을 그 디렉토리에 복사하고 이름을 wallet.dat 으로
변경합니다.
이후 지갑을 다시 실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