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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시간은 돈이다’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클릭은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단 한 번의 설정만으로도 윈도우를 아주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팁을 모아봤다. 이 가이드

를 참고하면 윈도우의 숨겨진 간편 기능을 활용해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의 윈도우 사용 경

험을 최적화하며, 귀찮은 일을 단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비밀 팁, 31가지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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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화면 활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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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표시줄 활용 팁 9가지

1. 프로그램 실행하기1:  + 숫자

작업표시줄에 고정해둔 프로그램이 많다면, 마우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키보

드로 빠르게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

시작 버튼 오른쪽에 나열된 프로그램에는 

숫자 단축키가 할당된다. [1]부터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지며, 작업표시줄 10번째 프로

그램에는 [0]이 할당된다. 이제 와 함께 열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번호를 누르

면 바로 실행된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 [3]을 함께 누르면 크롬 브라

우저가 실행된다. 고정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도 작업표시줄에 표시된 경우라

면 이 단축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단축키의 유일한 단점은 오로지 1~9,0에 위치한 10개의 프로그램만 이용

할 수 있으며, 두 자릿수 명령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 프로그램 실행하기2:  + [T]

앞에서 이야기했던  + 숫자 조합으로는 10개의 프로그램만 조작할 수 있다

는 사실이 실망스럽다면,  + [T] 조합을 이용해보자. 실행 여부에 관계없이 

작업표시줄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차례대로 선택할 수 있는 단축키다.

 + [T]를 누르면 <그림 2>에서 보듯이 선택된 프로그램 아이콘 아래에 작게 

강조표시가 된다. 이때 를 누르기만 하면 해당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된다.

3.  + 마우스 좌 클릭: 새 창 빠르게 열기

또한 작업표시줄 아이콘을 이용하면 프

로그램의 새 창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를 누른 상태에

서, 마우스 좌 클릭을 하거나 앞서 언급한 

빠른 실행 키보드 조합으로 프로그램을 실

행하면 된다. 이제 프로그램의 새로운 창이 

“고수만 아는” 31가지 시간절약 윈도우 팁

그림 1

그림 2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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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열 수 있다.

4.  + 마우스 우 클릭: 시스템 옵션 보기

작업표시줄에 위치한 프로그램의 마우스 우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마이크로

소프트의 점프 목록은 프로그램에 특화된 메뉴를 

제공한다. 만일 전반적인 시스템과 관련된 옵션을 

보고 싶다면 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우 클

릭을 하면 된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림 5>와 같은 

옵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창이 닫힌 프로그

램은 <그림 4>와 같은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5. 작업표시줄에서 모든 웹 또는 PC 탐색하기

작업표시줄에 소프트웨어 아이콘과 관련된 점프목록이 꽉 들어차 있지 않다

면, 도구 모음으로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① 작업표시줄을 마우스 우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한다.

②  ‘도구 모음’ 탭을 열면 작업표시줄에 표시할 수 있는 도구 모음을 선택 목록이 뜬다. 

이중 작업표시줄에 추가하고자 하는 기능을 체크 표시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특히 ‘주소’와 ‘바탕화면’ 도구 모음이 유용하다. ‘주소’는 기본 브라우저에서 

원하는 웹사이트를 바로 열 수 있는 URL바를 제공한다. ‘바탕화면’은 PC 의 폴

더 또는 파일을 탐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추가한다.

그림 4그림 5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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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점프목록에 항목 고정하기

작업표시줄에 놓인 프로그램 아이콘을 

마우스 우 클릭하면, <그림 7>에서 보듯이 

해당 프로그램으로 열어본 가장 최근 파일

에 대한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하는 점프목

록이 나타난다. 열고 싶은 파일 또는 템플

릿이 있다면? 작업표시줄에 있는 프로그램 

아이콘으로 드래그하거나, 점프목록 자체

의 파일명 오른쪽에 핀 아이콘을 클릭하여 

고정할 수 있다. 또한, 개별폴더의 바로가

기도 드래그 방식으로 점프목록에 고정할 

수 있다.

7. 점프목록의 항목 수 늘리기

점프목록을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점프목록의 항목 개수(10개)

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 다행히도 점프목록으로 표시되는 파일의 

수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

(윈도우 7)

① 작업표시줄을 우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한다.

② ‘시작 메뉴’ 탭에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한다.

③  새로 뜨는 탭 하단에 ‘점프 목록에 표시할 최근 항목 수’를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윈도우 8 이상)

① 작업표시줄을 마우스 우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한다.

②  ‘점프 목록’ 탭에 ‘점프 목록에 표시할 최근 항목 수’를 조정할 수 있

는 옵션이 있다. 

원하는 수만큼 설정하고 (15 - 20 개 이상이면 불편하다) ‘확인’을 클릭하여 

변경사항을 저장한다.

8. 작업표시줄 알림 영역 제어하기

작업표시줄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알림 영역은 시스템 메시지와 경고를 표시하

며, 윈도우의 무선 서비스처럼 일반적으로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아이콘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떤 아이콘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나타

나는지에 대해서는 윈도우 미스터리 중 하나다.

그림 7

그림 8│윈도우 7에서의 설정 화면

그림 9│윈도우 8에서의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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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찾는 간단한 방법과 사용자 입맛에 맞게 맞춤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①  작업표시줄을 오른쪽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한 후, 알림 영역 선택의 대

화상자에서 ‘사용자 설정’을 클릭한다.

②  각 프로그램마다 아이콘에 대한 3가지 동작을 선택할 수 있는 드롭박

스 메뉴가 있다. 아이콘 및 알림 표시(알림 언제나 표시), 아이콘 및 알

림 숨기기, 알림만 표시(특정 종류의 알림이 있을 때만) 등 3가지 중에

서 한가지를 선택한다. 모두 마치면 ‘확인’을 클릭한다.

또한 시계, 용량, 네트워크, 전력 및 액션센터 아이콘을 포함해 

작업표시줄에 뜨는 서비스와 시스템 아이콘을 사용자 임의로 설정

할 수 있다. 같은 화면의 하단에서 “시스템 아이콘 동작 또는 해제”

를 클릭하고 난 후, 화면에서 아이콘과 알림을 동작시킬지 해제할지 선택한다. 

모두 마치면 확인을 클릭한다.

9. 빠른 실행 막대 복구하기

윈도우 7의 새로운 작업표시줄에는 빠른 실행 막대가 사라졌다. 그러나 작은 

애플릿을 윈도우 7에도 되살릴 수가 있다.

① 작업표시줄을 오른쪽 클릭하고 ‘도구모음 > 새 도구 모음’을 클릭한다.

②  새로운 툴바 위치를 위한 폴더를 선택해야 한다. 대화상자 하단의 폴더 텍스트 박스

에 다음 내용을 입력한다.

   %userprofile%\AppData\Roaming\Microsoft\Internet Explor-

er\Quick Launch

입력을 마치면 폴더 선택을 클릭한다. 빠른 실행 막대 링크가 작업표시줄에 

추가되며, 알림 영역의 왼쪽, 작업표시줄 오른쪽에 위치한다.

프로그램 아이콘을 가린 상태로 작업표시줄 가장 오른쪽에 놓는 것보다는 몇 

가지 수정해서 유용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작업표시줄을 오른쪽 클릭하고 팝업메뉴에서 “작업표시줄 잠그기” 옆의 체크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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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없앤다. 이제 빠른 실행을 오른쪽 클릭하고 텍스트 표시 및 제목 표시 옆의 

체크를 없앤다.

그 다음, 빠른 실행 옆의 세로 삼중 점선을 아이콘이 드러날 때까지 왼쪽으로 

드래그한다. 추가적인 변경을 막기 위해 작업표시줄을 오른쪽 클릭하고 작업표

시줄 잠금을 체크 표시한다. 이제 윈도우 XP와 비스타처럼 아이콘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등 빠른 실행 막대를 사용할 수 있다.

빠른 실행 막대의 아이콘 설정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파일 탐색기에 빠른 실

행 폴더의 경로(②에 기재돼 있다)를 입력한 뒤 바로가기를 추가 또는 삭제하

면 된다.

바탕화면 활용 팁

10. 에어로 스냅

윈도우 7과 윈도우 8의 특성 중 가장 흥미로운 점은 실행 중인 여러 프로그램

을 나란히 정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능은 멀티태스킹에 유용하다. 열려 있

는 프로그램 창을 클릭하고 화면의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끌어다 좋으면 바탕

화면의 절반 크기로 자동으로 조정된다. 창을 상단 모서리로 끌어다 놓으면 전

체 화면으로 확대된다.

키보드 명령을 선호하는 경우, ‘ +[←]’, ‘ +[→]’, ‘ +[↑]’를 눌러도 창을 

같은 방식으로 정렬할 수 있다.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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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흔들어서 정리하기

재미있으면서도 유용한 트릭이다. 작업 중인 프로그램의 제목 표시줄을 마우

스 커서로 붙잡은 다음 좌우로 빠르게 흔든다. 그러면 다른 열려 있는 창은 모두 

작업 표시줄로 최소화되어 바탕 화면이 깔끔하게 정리된다. 물론  + [Home]

으로도 가능하다.

12. 화면 잠금 아이콘 생성하기

바로가기 기능을 활용하면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화면을 잠글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①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우 클릭 후 ‘새로 만들기 > 바로가기’ 항목을 선택한다.

②  항목 위치 입력 란에 rundll32.exe user32.dll,LockWorkStation 을 입력한 뒤 ‘다음’

을 누른다.

③ ‘잠금 아이콘’과 같이 적절한 이름을 입력한 다음, ‘마침’을 누른다.

<그림 14>에서 보듯이 잠금 아이콘 바로가기에는 아이콘이 설정되지 않으므

로 사용자가 직접 아이콘을 변경해줘야 한다.

① 잠금 아이콘 바로가기에서 마우스 우 클릭 후, ‘속성’을 선택한다.

② 속성창에서 ‘아이콘 변경’을 클릭한 다음, ‘shell32.dll’을 입력한다.

③ 원하는 아이콘을 고른 뒤 ‘확인’을 누른다.

파일탐색기 활용 팁

13. 파일 경로를 클립보드로 복사하기

누군가에게 특정 프로그램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파일 경로를 클립보드로 복사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

다. 예를 들어, 윈도우 탐색기를 사용하면서 찾아낸 

로컬 파일의 위치를 표시해 두었다가, 나중에 페이스

북에 사진을 업로드 하거나 아웃룩 이메일에 문서를 

첨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파일의 경로를 손쉽게 클립보드에 복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파일 또

는 폴더를 마우스 우 클릭을 한 뒤, ‘경로로 복사’ 옵

션을 선택한다. 이제 ‘파일명’을 포함한 경로를 원하

그림 14

그림 15

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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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 어디에든지 붙여 넣을 수 있다.

14. 마우스 우 클릭 비밀 옵션

를 눌러 표시할 수 있는 또 다른 마

우스 우 클릭 옵션들이 있다.

파일 또는 폴더를 마우스 우 클릭한 뒤 나

타나는 옵션 중, ‘보내기’를 이용해 해당 항

목을 PC 내에 원하는 위치로 손쉽게 옮길 

수 있다. 또한, .zip 압축파일에 추가하거

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도 전송할 수도 있다.

또한, ‘보내기’에 사용자가 원하는 폴더 경

로를 추가할 수 있다.

우선, 보내기 메뉴에 추가하고자 하는 폴더의 바로가기를 생성한 뒤, 를 

누른 상태에서 ‘보내기 >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옵션을 선택한다. 그리고 

나서 윈도우 탐색기를 열고 상단의 위치표시줄에 ‘shell:sendto’을 입력한 후, ‘

엔터’를 누른다. 그러면 보내기 옵션들이 존재하는 곳으로 이동한다. 마지막으

로 여기에 추가하고자 하는 폴더의 바로가기를 끌어다 놓으면 된다.

15. 아이콘에 체크상자 추가하기

키보드 단축키를 좋아하는 마니아도 있지만, 마우스에 의존하는 일반 사용자

들도 있다. 아이콘 체크상자를 활성화하면, 를 누른 상태에서 복수의 파일

을 선택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물론, 

윈도우 아이콘에 체크상자를 추가해야

지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윈도우 7)폴더 탐색기에서 ‘도구 > 

폴더 옵션’을 선택한다. 새로 열리는 창

에서 ‘보기’ 탭을 열고, ‘확인란을 사용

하여 항목 선택’ 체크상자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윈도우 8 에서는 윈도우 탐색기를 열

고 ‘보기’ 탭을 연 후, ‘항목 확인란’을 

체크하면 된다. 

그림 17

그림 19

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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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즐겨찾기에 새로운 폴더 추가하기

즐겨 찾는 폴더를 신속하게 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

로는 파일 탐색기 상단의 즐겨찾기 부분에 추가하는 것이

다. 폴더를 파일 탐색기 좌측 창의 즐겨찾기 아이콘 위에 

끌어다 놓기만 하면 끝. 

자주 쓰는 폴더를 즐겨찾기에 추가해 두면 파일을 저장

할 때 특히 편리하다. 만약 즐겨찾기에 너무 많은 아이템

을 채워 넣었다면, 파일 탐색기에서 ‘즐겨찾기’ 아이콘을 

우 클릭하고 ‘즐겨찾기 링크 복원’을 선택하여 깔끔하게 정리하면 된다.

17. 윈도우 검색 도구 활용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 메뉴 또는 윈도우 8 의 ‘프로그램 및 파일 검색’을 통

해 검색을 시도한다. 하지만 더욱 자세한 검색 결과를 얻고 싶다면, 윈도우 탐색

기 우측 상단의 검색 상자를 이용하면 된다.

이 검색 도구에서는 부울 연산자 및 피연산 함수의 고급 필터를 이용해 날짜와 

파일 종류도 입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지(http://win-

dows.microsoft.com/ko-kr/windows7/advanced-

tips-for-searching-in-windows)에서 윈도우 7에서 

다양한 명령어를 설명하고 있다. 

윈도우 8은 <그림21>처럼 파일 탐색기의 리본 UI의 검

색 도구 부문에서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는 파일 탐색기의 위치표시줄에 보이는 돋

보기 아이콘을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여 맞춤형 검색 바

로가기를 생성할 수 있다. 이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항상 최신 검색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18. 과거 동작 삭제

파일을 옮길 때, 잘못된 폴더에 붙여 넣거나 또는 파일을 여러 개로 복사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파일을 추적하거나, 일일이 사본 

파일을 직접 삭제하는 것보다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범용 탈옥 카드를 이용하

는 것이 좋다. 

‘  + [Z]’는 마지막 동작을 취소하고 혼돈을 바로 잡는다. (  + [C]와 

 + [V]로 윈도우에서 복사와 붙여 넣기 작업도 가능하다.)

19. 모든 폴더가 보이도록 설정하기

탐색기는 인터페이스를 간소화하기 위해 왼쪽 탐색 창에서 폴더 목록을 단축

된 상태로 보여준다. 그래서 간혹 SD카드나 플래시 카드를 조작할 때 불편한 경

그림 20

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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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더러 있어, 모든 폴더를 보기 위해서는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

(윈도우 7)

① ’도구’ 탭을 클릭한 후, ‘폴더 옵션’을 선택한다.

② ‘모든 폴더 표시’ 체크박스를 선택한 뒤 확인을 누른다.

(윈도우8 이상)

① ‘보기’ 탭을 클릭한 후 탐색 창 아이콘을 클릭한다.

② ‘모든 폴더 표시’를 클릭하면 모든 폴더를 간단하게 볼 수 있다.

20. 자체 인터넷 검색 연결기 구축하기

윈도우 7은 윈도우 탐색기 상에서 특정 웹 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연

결기’라는 매우 유용한 기능을 제공한다. 검색을 원하는 사이트를 검색 연결기

에서 선택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열지 않고도 윈도우 탐색기에서 사이트 내 

검색 결과를 볼 수 있다. 여기서 검색 결과를 클릭하면 기본 웹 브라우저가 실행

되면서 해당 웹사이트로 접속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검색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에서 검색 연결기를 가져와야 하

며, 사용할 수 있는 검색 연결기는 매우 제

한적이다. 검색 사이트가 오픈서치(Open-

Search) 표준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윈도우 라이브 서치를 매개 사이

트로 이용해서 어떤 사이트라도 검색 연결

기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

음과 같이 그대로 따라 하면 된다.

윈도우 7

윈도우 8

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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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선 다음의 텍스트를 복사해 메모장에 붙여 넣는다. 수정해야 할 부분은 굵은 문자

로 표시된 부분이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OpenSearchDescription xmlns=”http://a9.com/-/spec/

opensearch/1.1/” xmlns:ms-ose=”http://schemas.micro-

soft.com/opensearchext/2009/”>

<ShortName>NAME YOUR SEARCH</ShortName>

<Description>DESCRIPTION OF SEARCH</Description>

<Url type=”application/rss+xml” template=”http://

search.live.com/results.aspx?q={searchTerms}+site:SITEN

AME.COM&amp;count=50&amp;format=rss” />

</OpenSearchDescription>

② NAME YOUR SEARCH 위치에 표시될 사이트 이름을 입력한다.

③ DESCRIPTION OF SEARCH에는 좀 더 긴 설명을 입력한다.

④  SITENAME.COM에 웹 사이트의 도메인을 넣는다. 이때 http:// 나 www 는 입력하

지 않도록 한다.

⑤ “count=”란에 원하는 검색 결과 출력 개수를 입력한다.

⑥ ITWorld에서의 검색을 검색 커넥터로 사용하기 위한 입력 예제는 다음과 같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OpenSearchDescription xmlns=”http://a9.com/-/spec/

opensearch/1.1/” xmlns:ms-ose=”http://schemas.micro-

soft.com/opensearchext/2009/”>

<ShortName>ITWorld</ShortName>

<Description>ITWorld Search Result</Description>

<Url type=”application/rss+xml” template=”http://

search.live.com/results.aspx?q={searchTerms}+site:itwor

ld.co.kr&amp;count=50&amp;format=rss” />

</OpenSearchDescription>

⑦  메모장 파일을 저장한다. 저장할 때 UTF-8

을 선택하고, 확장자를 .osdx로 입력한다. 

예제 파일은 ITworld.osdx가 된다.

⑧  이 .osdx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검색 연결

기로 등록하면 된다.

21. 폴더 병합 옵션 복구하기

윈도우 8은 대상 경로에 같은 폴더의 이름이 이미 존재할 경우, 폴더 안에 있

는 콘텐츠를 자동으로 병합한다. 만약 <그림 26>과 같이 윈도우 7에서의 폴더 병

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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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여부를 묻는 대화 상자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간단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 

① 파일 탐색기를 연 뒤, ‘보기’탭을 누른다.

② 리본 메뉴의 오른쪽의 ‘옵션’을 클릭한다.

③  새로 열린 창에서 ‘보기’ 탭을 선택한 뒤, ‘폴더 병합 충돌 숨기기’ 옆의 체크박스를 

해제한다.

④ ‘확인’을 누른다.

매우 간단하다. 이제 대상경로에 옮기고자 하는 폴더명과 같은 폴더가 이미 존

재할 경우, 윈도우 7 스타일처럼 폴더 병합 여부를 확인하는 대화상자가 뜬다.

환경설정 활용 팁

22. 전원 효율성 보고서 받아보기

방법만 안다면 윈도우에서 노트북 전원 효율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서를 생성

할 수 있다.

①  시작 메뉴(윈도우 7) 또는 시작 화면(윈도우 8)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검색한 다음, 명

령 프롬프트 결과를 마우스 우 클릭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선택한다.

②  명령 표시줄에 ‘powercfg -energy -output (Folder)Energy_Report.html’을 입력하며, 

여기서 (Folder)는 원하는 폴더의 경로로 대체한다. 

③  잠시 동안 윈도우에서 분석 작업이 실행된 후 원하는 위치에 에너지 보고서가 생성

된다.

그림 26

그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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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보고서는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다. 내용은 다소 기술적이지만 노트북

의 전원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다.

23. 디스플레이 보정

별도의 디스플레이 보정 소

프트웨어는 상당한 고가에 판

매되기도 한다. 다행히 윈도우

에는 그래픽 전문가를 제외한 

일반 사용자 대부분의 요구 사

항을 충족할 수 있는 보정 도구

가 포함되어 있다. 제어판 구석

에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을 뿐

이다. 다시 제어판을 열고 디스

플레이를 선택한다. 왼쪽 옵션 창에서 색 보정 옵션을 선택한다.

24. 작업 예약으로 디지털 일상을 자동화하기

작업 스케줄러는 특정 윈도우 프로그램, 예를 들

어 백업 또는 씨클리너(CCleaner)와 같은 유지관

리 도구를 실행하기 위한 일정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작업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순서대로, 

특정 시간대에 실행할 수 있다. 작업 스케줄러 실

행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다.

①  시작 메뉴 >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 시스

템도구 > 작업 스케줄러

② 시작 메뉴 > 검색 란에 ‘작업 스케줄러’ 입력 후 선택 

③  + [R]을 누른 뒤, ‘taskschd.msc’를 입력한다.

✽ 주의 사항 : 이 도구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고급 사용자용이며 인터페이스도 이해하기 

다소 어렵다.

25. 높은 DPI 디스플레이에서 윈도우 사용하기

요즘에는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보편화되는 추세여서 일반적인 1080p 해

상도를 훨씬 뛰어넘는 사양의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들도 많다. 그러나 윈도우

는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에서 여전히 스케일링이 원활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텍스트가 너무 작게 또는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윈도우의 모든 항목 크기 변경 옵션을 

그림 28

그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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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것이다. 제어판 디스플레이에서 윈도우 7의 경우, ‘사용자 지정 텍스

트 크기(DPI) 설정’ 옵션을, 윈도우 8 이상에서는 ‘사용자 지정 크기 조정 옵션’

을 선택한다. 여기서 비율로 또는 자 모양의 도구를 사용해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페이지에는 텍스트에만 적용되는 크기 조정 옵션도 있다. 모

든 요소를 마음에 들게 설정하려면 각각의 개별 프로그램에서 수동 조정이 필

요할 수 있다.

26. 시작 프로그램 조정하기

사용자가 설치한 많은 프로그램이 컴퓨터가 가

동하면서 기본값으로 실행되는데, 점점 메모리를 

잡아먹고 부팅 시간을 느리게 만든다. 다행히 윈

도우에는 컴퓨터를 켤 때 운영체제와 함께 실행될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

되어 있다.

윈도우 8에서는 작업 관리자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작프로그램 탭이 있어 한결 더 편리해졌다. 이전 버전이라면 명령어 창

을 열어서 ‘msconfig’를 실행하면 된다. 이때 확실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섣불

리 제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스팀이나 아이튠즈 같은 것은 마음 놓고 

제거해도 된다.

27. 사용자 계정 컨트롤 비활성화

윈도우 7과 8, 그리고 윈도우 비스타에서도 악명을 떨쳤

던 사용자 계정 컨트롤은 분명 일상 사용자를 보안 위협으

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능숙한 사용자에

게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성가신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문

제이다. ‘제어판 > 사용자 계정 >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변경’에서 간단하게 비활성화할 수 있다.

28. 윈도우 8.1에서 데스크톱 모드로 바로 부팅하기

윈도우 8에 대해 제기되는 가장 큰 불만사항 중의 하나

는 사용자에게 데스크톱 화면, 시작 화면 중 선택권을 주

는 대신 윈도우 8에 처음 도입된 시작화면으로 반드시 부팅하도록 강제하는 것

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데스크톱 화면으로 바로 부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동시에 시작 버튼도 되살리는) 외부 유틸리티를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마이크

로소프트는 윈도우 8.1 버전에서 이러한 기능을 자체적으로 추가했다.

데스크톱 화면으로 바로 부팅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간

그림 30

그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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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다.

①  윈도우 8.1을 부팅한 후, 데스크톱 모드로 들어가는 데스크톱 타일을 

클릭한다.

② 작업표시줄에서 마우스 우 클릭 후 ‘속성’을 누른다.

③  ‘탐색’ 탭을 클릭한 후 ‘로그인하거나 화면에서 모든 앱을 닫을 때 시

작 화면 대신 데스크톱으로 이동’ 항목에 체크한다.

④  이제 ‘확인’를 클릭한 후 재부팅하면 바로 데스크톱 화면에서 시작

할 수 있다.

데스크톱 화면으로 부팅하는 방법은 이것이 전부다. 다시 시작

화면 부팅으로 복귀하려면 같은 과정을 거쳐 체크한 항목 박스를 

해제하면 된다.

29. 윈도우 탐색기에서 PDF 파일 미리보기

본래 윈도우 7의 윈도우 탐색기에서는 PDF 파일을 바로 미리 보기 할 수 있

다. 그러나 일부 시스템에서는 같은 윈도우 7이라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왜 그럴까?

아마도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PC는 32비트 버전 윈도우 7일 것이고, 그렇

지 않은 시스템은 더 신형 프로세서를 지원하는 64비트 버전일 가능성이 높다. 

32비트 윈도우 7은 PDF 미리 보기를 지원하지만 64비트 버전은 아직 이 기능

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윈도우 8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했지만, 적어도 윈도

우 7 64비트 버전에 대해서는 해법이 있다. 윈도우 7 사용자는 비비드 도큐먼트 

이미징(Vivid Document Imaging)의 ‘윈도우 7용 PDF 프리뷰’(PDF Preview 

for Windows 7)를 사용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각 PDF 파일의 첫 장이 섬네일로 나타날 것이다. 탐색기의 미리 보기 창에서도 

볼 수 있다. 

한 가지 사소한 문제는 단축 아이콘을 

데스크톱의 프로그램에 넣을 것인지 반

복해서 묻는다는 점이다. 이 옵션을 선

택하지 않아도 1개가 아닌 단축 아이콘 

3개가 설치된다. 하지만 간단하게 삭제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냥 ‘PDF 뷰어’(PDF 

Viewer)라고 부르는 업체의 자체 PDF 

뷰어를 설치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것을 

그림 32

그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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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의 기본 PDF 프로그램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겠다.

물론 사용자들이 기본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 프로그램으로 

‘PDF 뷰어’가 아닌 어도비 리더를 설정하면 섬네일도 볼 수 없게 된다. 단, 윈도

우 탐색기의 미리 보기 창에서는 미리 보기가 가능하다. 반면 폭스잇(Foxit)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설정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폭시잇을 더 선호하

는 사용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그러나 윈도우 8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폭스잇 관계자는 “윈도우 8.1 

64비트 버전에서는 폭스잇이 잘 잘 실행되지 않는다”며, “미리 보기 창에서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0. 잠금 화면 기능 끄기

아직도 윈도우 8의 인터페이스에 더 불만이 남아 있다면, 기술적으로는 모던 

인터페이스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한가지 더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윈도우 8의 잠금 화면이다. 터치화면이 아닌 컴퓨터에서는 불필요한 기능이고 

솔직히 말해 윈도우 8이 태블릿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또 다른 증거일 뿐이다. 

이제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을 살펴보자.

①  ‘실행’’을 검색하거나  + [R] 을 눌러 실

행 창을 연다.

② ‘gpedit.msc’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른다.

③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의 좌측 메뉴창에서 

‘컴퓨터 구성 > 관리 템플릿 > 제어판 > 개인 

설정’으로 이동한다.

이제 ‘Do Not Display the Lock Screen 

(잠금 화면 표시 안 함)’ 옵션을 클릭하고 새 

창에서 ‘사용’ 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눌러 변

경사항을 저장하면 잠금 화면이 다시는 표

시되지 않을 것이다

31. 윈도우 8 부팅 시 암호 입력 건너뛰기

PC를 켤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등 윈도우 

8의 몇 가지 변화는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보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만 이 PC는 절대 이 책상을 떠나지 않는다. 인증되지 않은 접속에 대해 전혀 걱

정하지 않는 이유다. 따라서 암호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은 절차

일 뿐이다.

다행스럽게도 암호 입력 단계를 건너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물론 윈도우 7

그림 34



16 ▶▶▶ IT World

How To│“고수만 아는” 31가지 시간절약 윈도우 팁

에서도 유효하다)

① PC를 부팅한 후 암호를 입력한다.

(윈도우 7)

② 시작버튼을 클릭한 뒤, ‘명령 프롬프트’를 검색한다.

③  명령 프롬프트 결과를 마우스 우 클릭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선택한다.

(윈도우 8이상)

②  + [X]를 누른다.

③  우측 하단에 팝업 메뉴가 나타나면 ‘명령프롬프트(관리자)’

를 클릭한다.

④  명령줄에 ‘control userpasswords2’라고 입력한 후 엔터를 누

른다.

⑤  사용자 계정 대화상자에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해야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음’ 항목의 체크를 해제한다.

⑥  ‘확인’를 클릭하고 암호를 두 번 입력해 자동 로그인 옵션을 선

택한다. 

⑦ 다시 부팅한다.

 

이제 더 이상 부팅할 때 암호를 묻지 않을 것이다.

그림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