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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져 새탭열기

(하루 20분 절약)

브라우져 현재 탭 닫기

(하루 20분 절약)
1 2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가 동시에 

새 탭에서 검색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이때 마우스를 쓰기보다 

키보드 단축키를 사용하면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Ctrl키와 T키를 동시에 

누르면 새 탭이 현재 탭 바로 옆에 

열립니다.

특정 탭에서 업무를 보다가 그 탭을 

닫고 싶을 때는 키보드의 Ctrl키와 W

키를 동시에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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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탭 중 하나의 탭 선택

(하루 20분 절약)

문자메세지 마침표찍기

(하루 20분 절약)
3 4

브라우져 탭이 여러 개 띄워졌을 때 

가장 왼쪽에서 첫번째 탭을 선택하려면 

Ctrl키와 숫자1 키를 동시에 누르세요.

왼쪽에서 두번째 탭을 선택하려면 Ctrl

키와 숫자2키를 동시에 누르세요.이와 

같이 탭의 왼쪽 위치에 따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가장 오른쪽에 

있는 탭을 선택하려면 Ctrl키와 숫자9

키를 동시에 입력하세요.

휴대폰에서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많이 보내나요? 마침표를 

찍을 때 일일이 마침표 찾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그냥 키패드의 

스페이스바를 두번 빠르게 연속으로 

누르면 자동으로 마침표가 찍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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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로 링크 새탭열기

(하루 20분 절약)

스페이스바 활용

(하루 20분 절약)
5 6

마우스기기의 중앙에 스크롤 버튼이 

있다면 페이지 스크롤 내릴 때만 

사용하시나요?인터넷에서 기사를 볼 

때 링크부분에다가 스크롤버튼으로 

클릭하면 새 탭에서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웹사이트의 페이지가 길다면,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사용해보세요.마우스 

스크롤의 기능을 대신 해줍니다.

만약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페이지 

아래부분을 봤는데,다시 위의 내용을 

보고 싶다고 하면 스페이스바와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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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브라우져를 총에 묘사한 그림을 

한번 보시죠.익스플로러는 자살권층으로 

표시되어 있군요.

업무 관리시스템

(하루 20분 절약)

구글크롬 도구

(하루 20분 절약)
87

경영하실 때 팀원들간의 업무보고 및 

완성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경영자라면 단순히  Asana 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특정팀원에게 

임무할당을 하면 ,그 팀원이 기간내에 

일을 처리할 것이고 만약 처리하지 

못하면 해당직원에게 경고알림이 

갑니다.만일 일을 완수했다면 

매니저에게 임무가 완료되었음을 

자동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아직도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쓰고 

계신가요?익스플로러는 대개 느리고,

효율성을 도와주는 도구가 부족합니다.

브라우져 중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구글크롬입니다.메뉴구성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엄청난 능률을 자랑합니다.또한 

브라우져와 연동되는 도구들로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고 선호하는 도구들을 

Google App Launcher을 통해 컴퓨터 

바탕화면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이로써 

자주 사용하는 도구를 컴퓨터에서 빠르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http://asana.com
https://chrome.google.com/webstore/category/apps
https://chrome.google.com/webstore/laun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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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서핑 차단기

(하루 20분 절약)

추가절약9 10

컴퓨터 업무를 할 때,인터넷을 

통해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본다던가 또는 SNS를 한다던가 

집중산만을 통제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Productivity Owl 을 

크롬브라우져에서 사용하신다면, 

능률을 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작업하는 시간스케쥴을 짤 수 있고,

작업과 관련된 웹사이트주소를 모두 

적어놓음으로써 설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일하는 스케쥴시간에 작업과 

관련없는 사이트를 서핑한다면, 

자동으로 해당 탭이 닫힙니다.즉,일과 

관련없는 웹사이트에 한눈을 팔고 

있으면 자동으로 그 웹사이트탭이 

종료되는 것이죠.

스타트업 경영자들을 위한 시간절약 

방법 11가지를 추가로 확인하신다면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http://www.productivityowl.com
http://goo.gl/DoyI9p
http://goo.gl/DoyI9p


온라인비즈

온라인비즈는 여러분의 온라인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실용적인 정보와 조언으로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보람이자 

자부심입니다.

온라인비즈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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