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ey's Mac Shortcuts Ctrl: control   Opt: option, alt   Cmd: command(apple key)

Use in Shift Ctrl Opt Cmd + + Funtion
Opt- 부팅 가능한 시동 디스크 표시(MacOS, Bootcamp 선택)

Shift- 안전모드 부팅

X- MacOS X로 강제 시동

마우스버튼- 안나오는 CD/DVD 추출

Cmd Q 전면에 있는 프로그램 종료

Cmd W 전면에 있는 창 닫기 (프로그램 종료X)

Opt Cmd esc 사용중인 프로그램 강제 종료창 열림

Ctrl Cmd eject 열려있는 문서 저장 옵션 표시 후 컴퓨터 재시동

Ctrl Opt Cmd eject 열려있는 문서 저장 옵션 표시 후 컴퓨터 종료

Shift Ctrl eject 디스플레이 화면만 끄기(시스템,프로그램 정상 작동)

Ctrl Opt Cmd 전원키 강제 종료

Cmd spacebar 입력언어변경(한글-영문 전환)

Opt enter 한자변환(한글 입력후)

fn F12 대쉬보드 열기

Cmd esc 프론트로우 열기

Opt Cmd D Dock 보기

Cmd tab 현재 사용중인 프로그램간 이동

Cmd N 현재 사용중인 프로그램 새창 열기(Finder,Safari,Excel..)

fn delete 문자 입력시 'delete'의 반대방향으로 지우기

Shift Cmd 3 전체화면 캡쳐

Shift Cmd 4 선택항목 캡쳐

Shift Cmd 4 spacebar 전면에 있는 창만 캡쳐

Cmd Z 이전 명령 취소

Shift Cmd Z 이전 명령 복귀

Cmd A 모든 항목 선택

Opt Cmd A 모든 항목 선택 해제

Cmd C 복사

Cmd X 자르기

Cmd V 붙이기

Cmd I 정보 입수 (다중선택시 개별)

Opt Cmd I 속성 표시 (다중선택시 합산)

Ctrl Cmd I 요약 정보 입수 (다중선택시 합산)

Cmd J 보기 옵션 열기

Shift Cmd N 새폴더 만들기

Cmd F Spotlight 찾기

Cmd delete 휴지통으로 이동

Shift Cmd delete 휴지통 비우기

Shift Opt Cmd delete 휴지통 대화상자 없이 비우기 (Opt+'empty trash')

Cmd 1~4 보기 방식 변경

spacebar (파일지정후) Preview실행

Opt 마우스클릭 사진파일 Preview실행시 사진확대 (+shift: 사진축소)

Cmd 드래그 다른 위치로 항목 이동

Opt 드래그 다른 위치로 항목 복사

Shift Opt Cmd esc Finder 강제종료

Cmd 방향키 상하위 폴더 및 디렉토리로 이동

Cmd R 새로 고침

Cmd L 주소창으로 이동

Ctrl Cmd D 사전기능(원하는 단어위에 마우스)

Cmd F 찾기

Cmd 1~5 화면 모드 변경(전체화면)

Opt Cmd 방향키 좌-우:음악재생시 5초단위로 건너띄기, 위-아래:음소거-복귀

Booting 
(누르고있음)

Anytime

Finder

Safari

iTunes

Quick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