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el 2010 바로 가기 키
Ctrl 키를 조합한 바로 가기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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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키

Ctrl+PgUp

워크시트 탭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젂홖합니다.

Ctrl+Shift+더하기(+) 빈 셀을 삽입하는 [삽입]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Ctrl+PgDn

워크시트 탭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젂홖합니다.

Ctrl+빼기(-)

선택한 셀을 삭제하는 [삭제]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Ctrl+Shift+(

선택 영역에서 숨겨진 행을
표시합니다.

Ctrl+;

현재 날짜를 입력합니다.

Ctrl+Shift+&

선택한 셀에 윤곽선 테두리를
적용합니다.

Ctrl+'

Ctrl+Shift+_

선택한 셀에서 윤곽선 테두리를
제거합니다.

Ctrl+1

현재 셀 위의 셀에 있는 수식을
셀이나 수식 입력줄에
복사합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Ctrl+Shift+~

일반 숫자 서식을 적용합니다.

Ctrl+2

굵은 글꼴 서식을 적용하거나
제거합니다.

Ctrl+Shift+$

소수 두 자리의 통화 서식을
적용합니다(음수는 괄호로 표시).

Ctrl+3

기울임꼴 서식을 적용하거나
제거합니다.

Ctrl+Shift+%

소수 자릿수 없이 백분율 서식을
적용합니다.

Ctrl+4

밑줄을 적용하거나 제거합니다.

Ctrl+Shift+^

소수 두 자리의 지수 숫자 서식을
적용합니다.

Ctrl+5

취소선 서식을 적용하거나
제거합니다.

Ctrl+Shift+#

년, 월, 일로 날짜 서식을
적용합니다.

Ctrl+6

개체 숨기기, 개체 표시 간을
젂홖합니다.

Ctrl+Shift+@

시간, 분, AM/PM으로 시간
서식을 적용합니다.

Ctrl+8

윤곽 기호를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Ctrl+Shift+!

소수 두 자리의 숫자 서식, 1000
단위 구분 기호, 음수의 경우
빼기(-) 기호 등으로 숫자 서식을
적용합니다.
현재 셀 주위의 현재 영역을
선택합니다. 피벗 테이블에서 젂체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현재 시간을 입력합니다.

Ctrl+9

선택한 행을 숨깁니다.

Ctrl+0

선택한 열을 숨깁니다.

Ctrl+A

젂체 워크시트를 선택합니다.

Ctrl+`

워크시트에서 셀 값 표시와 수식
표시 간을 젂홖합니다.

Ctrl+Shift+A

Ctrl+Shift+"

현재 셀 위의 셀에 있는 값을
셀이나 수식 입력줄에 복사합니다.

Ctrl+B

커서가 수식의 함수 이름
오른쪽에 있을 때 인수 이름과
괄호를 삽입합니다.
굵은 글꼴 서식을 적용하거나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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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l+C

선택한 셀을 복사합니다.

Ctrl+P

Ctrl+D

[아래로 찿우기] 명령을 사용하여
선택한 범위에서 맨 위에 있는
셀의 내용과 서식을 아래쪽 셀에
복사합니다.
[찾기] 탭이 선택되어 있는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Ctrl+Shift+P

Microsoft Office Backstage
보기에서 [인쇄] 탭을
표시합니다.
[글꼴] 탭이 선택되어 있는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엽니다.

Ctrl+Shift+F

[글꼴] 탭이 선택되어 있는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엽니다.

Ctrl+S

Ctrl+G

[이동]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Ctrl+T

Ctrl+H

[바꾸기] 탭이 선택되어 있는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기울임꼴 서식을 적용하거나
제거합니다.

Ctrl+U

Ctrl+Shift+U

수식 입력줄을 확장하거나
축소합니다.

새 하이퍼링크의 경우 [하이퍼링크
삽입] 대화 상자를 표시하고, 기존
하이퍼링크를 선택한 경우
[하이퍼링크 편집]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표 맊들기]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Ctrl+V

Ctrl+N

빈 통합 문서를 새로 맊듭니다.

Ctrl+W

Ctrl+O

파일을 열거나 찾으려면 [열기]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메모가 포함된 모든 셀을
선택합니다.

Ctrl+X

삽입 포인터에 클립보드의
내용을 삽입하고 선택을
바꿉니다. 개체, 텍스트 또는 셀
내용을 잘라내거나 복사한
후에맊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 대화
상자를 엽니다. 워크시트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개체,
텍스트 또는 셀 내용을
잘라내거나 복사한 후에맊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통합 문서 창을
닫습니다.
선택한 셀을 잘라냅니다.

Click to edit body copy.
Ctrl+F

Ctrl+I
Ctrl+K

Ctrl+L

Ctrl+Shift+O

Ctrl+R

Ctrl+Alt+V

[오른쪽으로 찿우기] 명령을
사용하여 선택한 범위에서 맨
왼쪽에 있는 셀의 내용과
서식을 오른쪽 셀에 복사합니다.
사용 중인 파일을 현재 파일
이름, 위치 및 파일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표 맊들기]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밑줄을 적용하거나 제거합니다.

Ctrl+Y

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실행한
명령이나 작업을 반복합니다.

Ctrl+Z

[실행 취소] 명령을 사용하여
마지막으로 실행한 명령을
취소하거나 마지막으로 입력한
내용을 삭제합니다.

참고: Ctrl 키를 조합한 Ctrl+E, Ctrl+J, Ctrl+M, Ctrl+Q는 현재 할당되지 않은 바로 가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