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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ro Burning Rom(5.5.7.8)으로 오버버닝 하기

　데이터 백업을 자주 하다 보면 약간의 용량 초과로 인해 한 장의 시디에 데이터를 모두 넣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로 버닝롬을 사용하면 약간
의 용량 초과는 무시하고 오버 버닝(Over Burning)이 가능합니다.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만, 역시 한계점과 단점은 존재합니다. 시디공간
활용적인 장점도 있지만, 인식문제나 에러발생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     이번 강좌부터는 네로 버닝롬 5.5.7.8(한글언어팩설치) 버전을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 시디레코더가 오버버닝을 지원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구식레코더의 경우 간혹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네로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네로 메뉴중에 "레코더-레코더선택"메뉴를 누르세요.

레코더 메뉴를 선택하시면 아래 그림이 나오는데 빨간네모부분이 오버버닝이 지원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원이 안된다고 나오면 오버버
닝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부가적인 정보도 알려주니 읽어보세요. 펌웨어 버전, CD Text지원여부 등.

이것말고도 네로버닝롬 제작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x" 가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지원되는 것을 확인했으면 오버버닝에 필요한 설정을 할까요...

** 여기에서 또 주의할 것이 마법사 모드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아래그림부분에 체크를 해제해서 마법사 모드 해제하세요. 만약 익스프레스모드를 사용
하는 사용자라면 익스프레스모드에서는 오버버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새컴파일모드로 전환이 가능한 네로버닝롬을 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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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네로 버닝롬을 실행 시킨후에 " 파일 - 설정 "를 선택합니다.

 

　2. 아래와 같이 " 전문가 기능 "을 선택하세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 오버버닝 디스크 단위 레코딩허가 (아래 알림 참조!!!) " 에 체크하시고 밑에 있
는 " 최대 CD 길이 " 에 시간을 입력합니다. 입력시간의 의미는 입력시간까지 오버버닝을 허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800메가 시디를 구울 때를 대비해
서 90분이상 입력하기 바랍니다. 900메가시디를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100분이상 입력을 해도 됩니다.

http://home.megapass.co.kr/~innundo/lecture/rec_program/Nero/Over_burn/overburn.htm (2 / 6)2006-01-16 오후 7:41:50

file:///E|/Wave/general.gif


Untitled

 

3. 위에 설정은 한번 설정해 주면 계속 유지되므로 한번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그림과 같이 700메가 시디에 700메가를 초과한 710메가를 구워
볼려고 합니다. 실험을 위하여 cdrw미디어를 이용했습니다, 공시디가 아까워서`~ ^.^; 물론 cdrw미디어도 오버버닝이 됩니다.

                            

 

4. 굽기 버튼 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그림이 나옵니다. 큰그림을 원하시면 그림클릭. 여기에서 멀티세션 메뉴를 선택해서 멀티세션 부분에서 멀티세
션이 아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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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번에는 굽기 메뉴에서 " 쓰기방법 "을 꼭 " 디스크 동시쓰기(Disc-At-Once) " 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쓰기 및 CD종료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
다. 이렇게 하신후에 새파일을 눌러서 원하는 파일을 추가하는 작업을 완료합니다.

 

5. 그리고 쓰기 버튼 을 누르면 아래그림과 같이 오버버닝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과감하게 " 오버버닝 CD 쓰기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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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제 마음을 비우고(?) 물이라도 한사발 마시고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굽기 성공후에 꼭 시디를 넣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버버닝을 하면 시디의 인식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800메가 시디 역시 이와같은 오버버닝으로 구워야 합니다. 참고로 왠만한 시디레코더는 오버버닝이 지원되며 공시디 역시 10~20메가정도는 왠만
한 공시디는 오버버닝 가능합니다. 어떤시디는 30메가 이상 오버버닝되는 경우도있구요. 구형 시디레코더에서는 오버버닝이 지원안되는 경우가 있으
며 저배속으로 구울시 오버버닝에 좀더 안정적입니다..

 

오버버닝에 대한 궁금증...

Q. 700메가 시디에 750메가 오버버닝이 안되요.

- 과도한 오버버닝이군요.. 750메가까지 들어가는 700메가 공시디는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오버버닝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정신건강
상 자제하세요.공시디에 따라서 오버가능한 용량이 달라지며, 시디레코더, 레코딩배속 등에 따라서 오버가능한 용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dat,mpg형
식인 경우 비디오시디로 구우면 700메가 시디에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오버버닝을 하지 않고)

Q. 간단히 공시디의 오버가능한 용량을 알 수 없을까요?

- 물론 있습니다. Nero cd speed를 이용해서 가능하기도 하지만, Feurio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참조사항일뿐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레코더가 오버버닝을 지원하고 오버버닝 메뉴얼데로 했는데 오버버닝이 안되요

- 마법사 모드가 해제됐는지 꼭 확인하시길.. 간혹 마법사 모드를 종료하지 않고 안된다는 분들이 있더군요.. 

Q. 현재 최신버젼에 맞게 오버버닝 강좌를 알려주세요..

- 버전에 따라서 오버버닝방법은 달라지지 않고 방법은 모두 같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Q. 800메가 공시디를 오버버닝으로 구울려고 하는데 인식이 안되면서 오버버닝이 안되요.

- 800메가 공시디는 레코더와 호환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디레코더에서 인식이 안되면서 오버버닝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회사의 800메가 공시디를 이용해보세요.

Q. 800메가 시디가 700메가로 인식되요.. ㅠ.ㅠ

- 원래 정상입니다. 800메가 시디는 아직까지 통일된 규격이 없습니다. 그런이유로 레코더와 호환성이 떨어지구요. 700메가로 인식되며, 그래서 오버
버닝을 하는거랍니다.

Q. 오버버닝이 시디레코더에 무리를 준다고 하는데...

- 물론 무리를 줍니다. 그렇다고 눈에 띄게 수명을 단축시키지는 않죠. 매일 오버버닝을 할 것도 아니잖아요.^.^ 가끔 할 것인데.. ^.^~ 걱정마시고 쓰시
기 바랍니다.오버버닝으로 문제생겨서 A/S요청해도 잘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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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00메가 공시디는 어떤 것이 좋나요?

- 애매한 질문이죠.^.^ 결론은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디마다 레코더에 호환이 틀리거든요. 우선 여러종류의 800메가 공시디를 소량 구입해서 자신
에게 맞는 것을 골라서 사용하셔야 가장 현명하죠. 남들이 좋다는 800메가 공시디도 자신에게 안 맞을 경우도 있습니다.

Q. 설정메뉴에서 적색표시기와 황색표시기도 바꿔줘야 한다던데..

- 적색 및 황색표시기는 오버버닝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이죠.일종의 기준선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황색표시기 
시간과 적색표시기 시간을 조절하면 위치가 이동할뿐 오버버닝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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