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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사용하실때 어려움이 있다면, Express Rip CD 리핑 프로그램 지원에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이 사용 설명서에 여러분의 궁금한 점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Express Rip CD 리핑 프로그램 온라인 기술 지원 

www.nch.com.au/rip/ko/support.html
에서 최신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페이지에 있는 기술 지원 센터를 이용하여 문의 하실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제안
개선점을 제안하고 싶다구요! Express Rip CD 리핑 프로그램 또는 여러분이 
사용하고자하는 다른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안을 저희 제안 페이지에 게시 해 
주세요! www.nch.com.au.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여러분과 같은 사용자의 
제안 후에 실행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제안이 소프트웨어에 받아 드려지면 무료 
업그레이드를 하실수 있습니다.

www.nch.com.au/rip/ko/support.html
www.nch.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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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링크
.aac 용 인코더 옵션.aiff/.aif/aifc 용 인코더 옵션 .amr 용 인코더 옵션.ape 용 인코더 옵션

.au 용 인코더 옵션.caf 용 인코더 옵션.flac 용 인코더 옵션.mpc 용 인코더 옵션

.mp3 용 인코더 옵션.ogg 용 인코더 옵션 .rss 용 인코더 옵션.spx 용 인코더 옵션

.vox 및 .raw 용 인코더 옵션.wav 용 인코더 옵션 .wma 용 인코더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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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press Rip은 윈도우용 프로그램으로서, 오디오 CD에서 직접 디지털 오디오 트랙을 
다양한 오디오 파일 형식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디지털 추출을 사용해서, 
순수한 오디오 퀄리티가 보존됩니다. Express Rip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현존하는 
무료 CD 리퍼 중 가장 빠른 프로그램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능 
● 오디오 CD 트랙들을 Wave, MP3, OGG Vorbis 및 AAC와 같은 다양한 형식들(몇몇 

형식들은 플러스 버전에서만 사용 가능)로 변환합니다.
● 빠른 속도, 고품질 CD 디지털 오디오 추출 (리핑).
● CD가 삽입 또는 꺼내졌을 때, 표시된 트랙-목록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 부가적으로 앨범 및 트랙 정보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입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 
● 윈도우 XP/2003/비스타/윈도우7 및 8/윈도우10
● 최소 16MB RAM(2000/XP/2003은 32MB)의 펜티엄 300MHz 또는 그 이상
● CD-ROM 드라이브
Express Rip은 NCH가 개발한 다양한 상업용 오디오 관련 NCH Software 스위트 중의 
하나입니다. 아직 방문해 보지 않으셨다면, 이 www.nch.com.au/software/ko  
페이지에서, 다양한 오디오 관련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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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용법
오디오 CD 감지 
Express Rip이 실행되면, CD-ROM 드라이브 안의 모든 오디오 CD들을 자동으로 
감지할 것입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첫 번째 드라이브 안에 있는 CD의 모든 트랙 이름 
및 지속시간을 나열할 것입니다. CD를 꺼내거나, 새로운 CD를 로드할 때마다, Express 
Rip은 이것을 감지하여 디스플레이를 새로고침 할 것입니다.
참고: Express Rip이 여러분의 CD에 있는 트랙들을 감지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상하게 보이는 트랙 이름들이 있을 경우, 오디오 CD 파일들이 .cda 파일 확장명으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 Express Rip은 오디오 파일을 올바르게 
읽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등은, 보통 파일들이 CD에 데이터로서 저장된 경우인데, 
파일 탐색기를 사용해서 CD로부터 여러분의 하드 드라이브로 파일들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윈도우에서 CD 드라이브들의 작동 관련 제약에 의해, Express Rip은 제한된 
사용자 모드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트랙 이름 만들기 
If you have an active Internet connection, a cddb Internet lookup will be performed on 
all inserted CDs by default, to attempt to retrieve the names of the album, artist and all 
the tracks (see Program Options for more details). If you do not have an Internet 
connection or if the lookup cannot be performed for whatever reason, the track names 
will default to "Track xx", where "xx" is the number of the track. If you wish to change 
the names, you can do so by clicking on a track and selecting File -> Rename Track 
from the menu. 
참고: 표준 윈도우 명명 규칙에 따라, 다음의 문자들은 파일 이름에 사용할 수 없음: 
\ / : * ? " < > |
위의 문자들 중 어느 하나라도 감지되면, 이들은 제거될 것입니다.
추출할 트랙 선택하기 
메인 윈도우는 선택된 드라이브 안의 CD에 있는 모든 오디오 트랙들을, 왼쪽의 체크 
박스들과 함께 나열합니다. 여러분의 하드 드라이브로 추출하고자 하는 트랙들의 체크 
박스를 간단히 클릭하여 확인 체크하세요. 만약, 선택한 트랙 중에 추출을 원하지 않는 
트랙이 있으시면, 간단히 이 체크 박스를 다시 클릭하여 확인 체크를 해제하세요.
트랙들을 모두 선택하려면, 메뉴에서 선택 -> 모두 선택을 클릭하거나, 또는 Ctrl+A 를 
누르세요.
트랙들을 모두 선택 해제하려면, 메뉴에서 선택 -> 모든 선택 해제를 클릭하거나, 또는 
Ctrl+U 를 누르세요.
트랙을 재생하고 싶을 때는, 언제라도 트랙을 선택하고 "재생"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F9키를 누르세요.
출력 파일 형식 선택하기 
"출력 형식" 텍스트 라벨 옆에는 여러분이 추출할 수 있는 오디오 트랙들의 형식 
목록들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형식들:
● .WAV
● .MP3
● .AU (플러스 버전만 가능)
● .AIFF (플러스 버전만 가능)
● .AIFC (플러스 버전만 가능)
● .AIF (플러스 버전만 가능)
● .GSM (플러스 버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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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X (플러스 버전만 가능)
● .RAW (플러스 버전만 가능)
● .OGG (플러스 버전만 가능)
● .AAC (플러스 버전만 가능)
● .M4A (플러스 버전만 가능)
● .FLAC (플러스 버전만 가능)
● .MPC (플러스 버전만 가능)
● .RSS (플러스 버전만 가능)
● .SPX (플러스 버전만 가능)
● .WMA (플러스 버전만 가능)
● .AMR (플러스 버전만 가능)
● .APE (플러스 버전만 가능)
● .CAF (플러스 버전만 가능)
트랙 추출  
트랙들이 추출되면, 이들은 "출력 폴더" 박스 안, 지정된 출력 폴더 안에 저장될 것이고, 
메인 목록 안에서 보여지는 이름과 동일하게(올바른 파일 확장명이 추가된 - 참조 
프로그램 옵션  섹션) 명명될 것입니다.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변경하려면, 간단히 출력 
폴더 박스 근처에 있는 "검색" 버튼을 클릭하고, 열리는 검색 창에서 새로운 폴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일 트랙 또는 멀티 트랙 출력  
여러분은, 선택한 모든 트랙들을 개별 파일들(기본값)로 리핑할 지, 또는 이 트랙들을 
'모든트랙'으로 명명된 하나의 파일로 리핑할 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하려면, 파일 메뉴를 선택하고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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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옵션
프로그램 옵션 대화창 박스를 열려면, "옵션" 버튼을 클릭하거나, 메뉴에서 파일 ->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앨범 데이터베이스 
'앨범 세부정보를 위해 cddb 인터넷 서버에 액세스'는 cddb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앨범 및 트랙 이름 세부 정보에 액세스하기 위해 인터넷 연결을 사용합니다. 오디오 
트랙 목록은 검색된 이름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cddb 인터넷 조회 옵션을 선택한 경우 파일이름 형식 라디오 버튼을 사용하면 출력 
파일의 명명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형식들 중 선택하여 사용 가능:
1. 아티스트 - 트랙이름.ext
2. 앨범 - 아티스트 - 트랙이름.ext
3. 사용자 지정 설치 (Express Rip 플러스만의 전용 기능) (아래를 참조) 
사용자 지정 설치는 고급 설정으로 컴퓨터에 출력 파일들을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때 오디오 CD와 관련 요약 정보를 표시하는 
문자들의 스트링을 씁니다. 스트링(문자열) 쓰기 예시들:
[%a - %b - %g]\{%n. %t - %y} 
이것은 여러분의 오디오 CD 트랙들을 "아티스트 - 앨범 - 장르" 로 명명된 폴더로, 
"트랙넘버와 같은 구성으로 파일이름과 함께 추출할 것입니다. 트랙이름 - 년도".
사용자 설정 문자열 작성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인수들:
● %a - 아티스트 이름 
● %b - 앨범 이름 
● %e - 부가 트랙 정보 (모든 트랙에 다 있지는 않음) 
● %g - 앨범 장르 (예; 락, 재즈) 
● %n - 2 자리 형식의 트랙 넘버 (CD에 첫 번째로 수록된 트랙이 트랙 넘버 01) 
● %t - 추출한 트랙의 이름 
● %y - 앨범 출시 년도 
● []  - 이 괄호 안의 모든 것들은 폴더로 취급될 것임 
● {}  -이 괄호 안의 모든 것들은 파일이름으로 취급될 것임 
여러분은 다양한 레벨의 폴더를 설정을 가질 수 있지만, 문자열 안에는 오직 하나의 
파일이름만 지정이 허용됨을 유의하십시오.
파일 덮어쓰기 옵션 
파일 변환 중에 대상 파일이 존재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것인지 선택하세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엇을 실행할 지 알리기
● 항상 덮어쓰기 (기존 파일들을 교체)
● 절대 덮어쓰지 않기 (기존 파일들을 그대로 둠)
● 전체 작업을 취소
"무엇을 실행할 지 알리기" 는 리핑 처리가 시작될 때마다 한 번만 알려주는 것을 
유의하세요. 알림 메시지에서 내린 결정들은 이후의 파일들에 적용될 것입니다.
기타 옵션  
ID3 태그 정보는 리핑한 mp3 파일들의 내부 파일 정보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리핑 완료 후에 완료 메시지 표시. 'CD 꺼내기' 및 '출력 폴더 열기' 옵션이 있습니다.
리핑 완료 후에, 다른 CD를 보다 쉽게 리핑하기 위해, 여러분은 리핑 완료후 디스크 
꺼내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리핑 완료 후, 이것을 알리는 확인 대화창을 표시할 것입니다.
필요시에, CD는 멀티 트랙이 아닌, 단일 트랙으로 리핑할 수 있습니다.
때로 특정 mp3 플레이어들에서 나오는 튀는 '파핑' 아티팩트를 감소하기 위해, 트랙 
시작 도입부에 짧은 공백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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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키 참조
● F2 - 선택한 트랙 이름 변경 
● F9 - 선택한 트랙 재생 
● F10 - 현재 재생 트랙 정지 
● Ctrl+A  - 모든 트랙 선택 
● Ctrl+U  - 선택한 모든 트랙 지우기 
● Ctrl+E - 선택한 드라이브 안의 CD 꺼내기 
● Ctrl+L - 선택한 드라이브로 CD 로드하기 
● Ctrl+R  - 선택한 트랙들 리핑 
● Ctrl+O - 프로그램 옵션 열기 
● Ctrl+F - 앨범 정보 새로고침 (예, 디스크 및/또는 cddb에서 다시 로드) 
● F1 도움말 문서 열기 
● Alt+F4 Express Rip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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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줄 옵션
사용자는 윈도우(Windows)의 명령줄에서 Express Rip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옵션이 사용 가능하고 또한 필요한 대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명령줄 옵션 사용시에는 
알림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리핑 설정과 기타 이런 옵션들은 마지막에 사용된 
설정을 기본으로 할 것입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들:
-rip 는 모든 트랙들을 출력 폴더로 리핑합니다.
-drive 는 리핑할 드라이브(예, D)를 선택합니다.
-hide 는 Express Rip을 숨깁니다.
-show 는 Express Rip 창을 표시합니다.
-outputfolder 는 트랙을 리핑할 폴더
-seperatetracks 는 각각의 선택된 트랙들을 개별적으로 리핑함
-onetrack 은 선택한 모든 트랙들을 하나의 파일로 리핑함
-exit 은 Express Rip을 종료함
통합 NCH API 용
-gettrackcount 는 CD에 있는 오디오 트랙들을 세어 표시
-getalbumname 앨범 이름을 표시
-getartistname 아티스트 이름을 표시
-gettrackname 트랙이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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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변경
여러분은 출력 파일의 볼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32db 에서 20db 까지 
범위를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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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 Burn
윈도우나 맥에서 오디오 CD를 제작 및 녹음하세요. Express Burn은 현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CD/DVD 쓰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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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
윈도우 및 맥에서 다양한 오디오 파일 형식들 간을 변환 및 인코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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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 Rip 플러스판 구매 및 등록하기
Express Rip 플러스판을 설치하려면 구입하여 라이센스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현재 
가격 정보를 보시려면 다음 페이지 참조 www.nch.com.au/rip/ko/register. 
구매하시고 등록 준비가 되시면, 프로그램 메뉴에서 파일 -> "Express Rip 플러스판 
등록" 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등록 상세 정보를 저희가 보내드린 것과 동일하게 
입력하세요. 

11

http://nch.com.au/rip/ko/register/index.html


NCH 소프트웨어 스위트
이것은 NCH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검색 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오디오, 비디오등 유형별로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품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여 시험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제품이 설치 되어있는 
경우, "지금 실행"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 될 것입니다.
카테고리에는 제품에 대한 기능 목록도 있습니다. "비디오 파일 편집"과 같은 기능을 
클릭하여 해당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설치하세요.
검색 
입력한 키워드와 일치하는 제품을 저희 웹사이트에서 검색하세요. 
소프트웨어 더 보기 
더 많은 소프트웨어를 저희 웹 사이트에서 찾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하기  
새 출시 및 할인에 대한 공지를 뉴스레터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구독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매를 위한 최신 할인 보기 
저희의 제품 구입에 대한 최신 할인 정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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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푸스 인코더 옵션
오푸스 형식으로 오디오를 인코딩. 
비트레이트 
목표 비트레이트 kbit/초(채널 당 6-256) VBR 모드에서 이것은 크고 다양한 오디오 
콜렉션의 평균 속도를 지정합니다. CVBR 및 하드- CBR 모드에서 이것은 특정 출력 
비트레이트를 지정합니다. >=44.1kHz 입력 기본값은 모노 스트림 당 64kbps 이며, 
결합된 페어 당 96kbps 입니다. 
기본 비트레이트 인코딩 사용 
기본 모드에서, 인코더는 비트레이트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44.1kHz 입력은 모노 
스트림 당 64kbps 이며, 결합된 페어 당 96kbps 입니다. 
가변 비트레이트 인코딩 사용 
VBR 모드에서 비트레이트는 더 일관된 품질을 만들기위해 콘텐츠에 따라 자유롭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제한 가변 비트레이트 인코딩 사용 
특정 비트레이트로 출력합니다. 이 모드는 AAC/MP3 인코더 안에서 아날로그에서 
CBR까지이며, 보비스 코더 안에서 관리되는 모드입니다. 이것은 VBR 모드 보다는 덜 
일관된 품질이긴 하지만, 일관된 비트레이트를 만듭니다. 
절대 고정 비트레이트 인코딩 사용 
하드-CBR을 사용하시면, 음성 코텍 실행과 비슷하게, 모든 프레임들은 정확하게 같은 
크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낮은 품질을 제공하지만, 비트레이트 변경이 
암호화된 채널 안이나 동기식 전송에서 데이터가 새어나갈 수 있을 때 유용합니다. 
다운믹스 (없음) 
다운믹스 하지 않고, 채널들을 소스와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모노로 다운믹스  
모노로 다운믹스하도록 강요합니다. 
스테레오로 다운믹스  
입력 채널이 > 2면, 스테레오로 다운믹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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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약관
저희는 모든 사용자 분들께서 저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과의 만족스런 
경험을 경험하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귀하의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사용권 
계약(EULA)에 대한 동의를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 EULA(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는 우리의 책임을 제한하며 중재 계약 및 관할 
협정에의해 통제됩니다. 당신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이 계약 조건들을 잘 숙지해 
읽으시기 바랍니다.
1. 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된 모든 시각적 또는 오디오 
작업은 NCH 소프트웨어에 속하고 다른것들은 소개(A)에 나열되었습니다.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의 소유입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번들로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바로가기와 시작메뉴 폴더를 포함한 이 소프트웨어의 설치 주문형은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저작권은 사용자 본인이 만든 순수 
창장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 사용 또는 배포함으로써 당신, 당신 자신, 그리고 당신의 
고용주 또는 본 근거지를 대신하여 이 약관에 동의합니다. 당신이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 복사, 전송, 배포 및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전액을 
환불 받으려면14일 이내에 구입처에 반환하십시오.
3. 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수반하는 모든 파일, 데이터 및 자료는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묵시적 또는 명시 여부의 어떤 종류의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배포됩니다. 만약 당신이 중요한 목적으로 이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려는 경우, 이것을 
사용하시기 전에 완벽히 실험해 보시고, 중복 시스템을 설치하셔서 어떤 위험 부담도 
감수해야 합니다.
4. 우리는 이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특별한, 부수적, 파생적 손실을 
포함한 그 어떤 손실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한 귀하의 모든 청구의 전체 
해결 방법은 당신이 지불한 소프트웨어 금액에 대한 전액 환불을 받는것으로 
제한됩니다.
5. 당신은 이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컴퓨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지 
않거나, 안티바이러스 및 방화벽 소프트웨어가 당신의 컴퓨터에 설치되어있지 않거나 
또는 당신의 컴퓨터에 중요한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다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사용과 관련된 모든 청구로 부터 당신은 우리에게 배상할 
것임을 동의합니다.
6. 당신은 완벽하게 변동이 없는 형태로 이 소프트웨어의 설치 파일을 복사 또는 배포할 
수는 있으나, 서면 승인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소프트웨어 
등록 코드를 절대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소프트웨어 등록 코드를 배포한 경우, 
당신은 무단 사용이 발생한 각 위치에 대한 전체 구입 가격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7. 소프트웨어에 의해 수집된 통계 자료 사용은 제한된 환경에서 사용량 통계 자동 익명 
수집을 허용하는 NCH 소프트웨어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의 적용을 받습니다.
8. 법의 선택 당신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 시에는 미국 회사인 NCH Software Inc과 
관계가 있고, 이 계약은 콜로라도 주의 법률 및 법원의 적용을 받습니다. 당신이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면, 당신은 오스트레일리아 회사인 NCH Software 
Pty와 관계가 있고 ,이 계약은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특별 지역의 법률 및 법원의 적용을 
받습니다. 당신과 저희 회사간의 모든 분쟁들에 대해, 이 법원들은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적인 사법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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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국 고객에만 해당되는 사항: 중재 계약 및 집단 소송 면제: NCH Software와 당신은 
상호간의 모든 분쟁과 청구를 이 영문 링크 (https://www.nch.com.au/general/leg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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