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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HP CD-RW에 번들되는 Adaptec Direct CD의 사용법에 대한 내용을 기록

한 것입니다. 사용하는 HP CD-RW의 종류에 따라서 번들되는 프로그램의 버전이 다르

지만, 기본적인 모습과 사용법은 유사합니다.

 참고로 이 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의 버전은 Direct CD 3.0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료에 대해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HP 고객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HP 고객지원센터 CD-RW TEAM

02-327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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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다이렉트 CD 사용법

다이렉트 CD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복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이렉트 시디

파일들을 윈도우 탐색기에서 일반 플로피나 하드디스크에 복사하는 것처럼 복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CD-R, CD-RW를 포맷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이렉트 CD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맷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이렉트 CD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고, 컴퓨터에 설치되어있는 CD-Writer 를 정상적으로

인식을 한다면, 아래의 작업표시줄에 있는 다이렉트 CD Icon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CD Icon

혹시라도, Writer 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지않거나, 정상적으로 다이렉트 CD 에서 인식되지 않으면, 다이

렉트 CD Icon 에 빨간색 X 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화면은 Create a CD 의 화면에서 두 번째 아이콘을 실행하거나, 작업표시줄에 있는 다이렉트 CD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CD를 이용해서 포맷을 하기 위해서는 공 CD를 CD-Writer에 넣으면 됩니다.

참고로 이지 CD 크리에이터에 의해 기록된 적이 있는 CD는 다이렉트 CD를 통해 포맷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이렉트 CD를 통해 포맷된 CD도 이지 CD Creator 또는 CD Copier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이렉트 CD가 이지 CD 크리에이터나, CD 카피어와는 다른 기록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D를 공유

해서 함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즉, 복사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면 기록방식도 다르고, 따라서 프로그램

들 간에 서로 CD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Writer에서 공CD를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나서 ‘Next’ 버튼을 누릅니다.

위 화면은 CD-Writer에 CD-R을 넣고서 포맷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Media Status를 살펴보면, Blank CD-R disc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있는

Properties를 눌러보면 창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작업표시줄에 있는 다이렉트 CD 아이콘의 Properties를

선택했을 때와 같은 내용을 보여 줍니다. 계속해서 ‘Next’ 버튼을 누릅니다.

위 화면은 다이렉트 CD가 CD-R을 포맷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려주는 창입니다.

계속해서 ‘Next’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CD-Writer에 넣고 포맷하려는 CD가 CD-R이 아니라, CD-RW일 경우는 위의 Format Disc의 모양이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CD-RW를 포맷할 때는 Fast Format과 Full Format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

니다.  물론, Fast Format이 지원되는 8100이후의 CD라이터에만 해당합니다. ( 7100/7200 시리즈는 지원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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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W를 포맷할 때의 창은 다음과 같습니다.

‘Advanced’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의 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Fast Format과 Full Format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위 화면은 포맷할 CD의 볼륨이름을 기입하는 단계입니다.

최대 11자까지의 이름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5

아래의 화면은 볼륨이름에 사용될 수 없는 문자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볼륨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영문자 (A-Z, a-z ), 숫자( 0-9 ), 밑줄( _ ), 댓시( '-' ), 빈칸 입니다.

위 화면은 Test CD-R 이라는 이름을 볼륨명으로 기입한 화면입니다.

볼륨명을 기입했으면 ‘Finish’ 버튼을 누릅니다.

위 화면은 CD-R을 포맷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위 화면은 포맷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고, 약 1분 안에 CD가 다이렉트 CD에 의해 다루어질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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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려주는 화면입니다.  CD-R은 복사하는데 시간이 별로 소요되지 않지만, CD-RW는 CD라이터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30분에서 2시간정도 소요됩니다.

위 화면에는 포맷이 다 되었고, 이제부터는 파일들을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서 복사할 수 있다는 메시지

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맷된 CD를 Writer에 넣었을 때, 바로 복사 가능한 상태일 때는 언제나 위의 창

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 화면에서 아래부분에 표시되어 있는 체크를 없애면 이 창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의 창이 뜨지 않도록 다이렉트 CD 아이콘의 Properties에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다이렉트 CD의 Propertie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창을 보면 ‘Eject options’과 ‘Other options’으로 이루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창처럼 Enable standard CD-ROM compatibility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탐색기를 이용해

서 파일들을 복사한 후 Writer에서 CD를 꺼낼 때, 어떤 다른 창도 나타나지 않고 바로 CD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CD에 기록된 내용을 일반 CD롬에서 읽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 CD롬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왼쪽 창처럼 Enable standard CD-ROM compatibility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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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되어 있고 바로 아래에 있는 ‘Display the ‘Eject Disc’ … ’ 항목에 체크하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탐

색기에서 파일들을 복사한 후, CD-Writer에서 CD를 꺼내기 위해서 Eject Button(꺼내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창이 나타납니다.

위 화면은 CD-R을 다이렉트 CD를 이용하여 포맷하고, 파일들을 복사한 후에 시디라이터의 열기버튼을

눌렀을 때나, 다이렉트 CD 아이콘의 eject(열림)를 선택했을 때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Leave the disc ,

Organize the disc의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ave the disc를 선택했을 경우는, 복사한 파일들을 일반 CD롬에서 읽을 수 없습니다.

즉, 나중에 CD라이터에 이 CD를 다시 넣고 ,계속 이어서 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이지 CD 크리에이터의 leave session open과 같은 의미입니다.

Organize the disc는 일반 CD롬에서 읽을 수 있도록 CD를 구성해 줍니다.

물론, 이 옵션을 선택했다고 해서 다음에 이 CD에 추가로 파일들을 복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고 CD를 꺼냈을 때는 일반 CD롬에서 읽는 작업을 하다가, 추가로 데이터를 복사하기 위

해서는 이 CD-R을 기록가능 하도록 만들어준 후 계속 이어서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도

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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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 the disc는 이지 CD 크리에이터의 Close the session고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위의 창에서 Organize the disc를 선택하면 아래부분에 ‘Protect disc so… ’ 라는 항목이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Protect disc는 이지 CD 크리에이터의 Close the disc와 같은 개념입니다. 즉, 더 이상

파일들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Display this wizard… ’ 항목은 다음에 Eject

Button을 눌렀을 때 Eject Disc창이 나타나도록 할 것인지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위 화면은 Organize the disc를 선택하고 Finish를 눌렀을 때에 나타난 창입니다. 일반 CD롬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복사했던 파일들의 정보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위 화면은 일반 CD롬에서 복사했던 파일들을 읽을 수 있도록 목록을 만들어 주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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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화면은 CD가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 입니다.

이렇게 Organize the disc를 했을 경우에는 일반 CD-ROM Drive에서 내용을 읽을 수 있지만, 저배속 CD-

ROM Drive (2X, 4X ..)에서는 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16배속, 24배속 CD-ROM Drive에서도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CD-ROM Drive에서 다이

렉트 CD로 복사한 CD의 내용을 잘 읽지 못하는 것은 해당 CD-ROM Drive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렉트 CD를 통해 제작한 CD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CD-ROM Drive의

업체에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Organize the disc를 했던 CD-R에 다시 추가로 파일들을 기록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파일들을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Organize the disc에 의해서 구성되었던 CD-R을 다시 CD-Writer에 넣고, 다이렉트 CD 아이콘에서 Make

Writable을 실행시키면 위의 창이 나타납니다. 이 마법사를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CD-R을 포맷할 수 있

습니다. 다시 포맷된다고 하여 기존에 복사했던 파일들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CD-RW를 다시 포맷할 경우는 기존에 있던 내용이 지워지지만, CD-R의 경우는 기존 파일들이 이

과정에 의해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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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명이 처음에 설정했던 이름 그대로 있는 것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Finish’ 버튼을 누르면 포맷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볼륨명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의 화면에서 볼륨명을 다시 기입하고 ‘Finish’ 버

튼을 누르면 기존의 볼륨명 대신 새로운 볼륨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기존에 있던 파일

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CD-R에 다이렉트 CD를 이용해서 복사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다이렉트 CD와 이지 CD 크리에이터중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이 좋을

지 잘 모르실 경우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복사한 CD를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용으로 사용할 경우? MYCD.

둘째, 많은 용량의 파일들을 한꺼번에 복사해야 하는 경우? (100M 이상), MYCD.

셋째, 적은 파일들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복사하거나 쓰고 지우는 작업을 자주 해야 하는 경우?

      다이렉트 CD를 이용하면 무난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참고) 다이렉트 CD를 이용해서 포맷한 CD에 복사하는 방법은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하고,

     탐색기에서 하드 디스크, 플로피에 복사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복사를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