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Alt Alt+Shift Insert Ctrl
키패드 – 뷰/커서 모드 선택 임시위치 기억 포인터 모드 설정 임시기억 위치로 이동
키패드 ∗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위치 기억 목록 기억된 숫자 입력 기억된 숫자 삭제 
키패드 ／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위치 기억 왼쪽 숫자 입력 왼쪽 숫자 기억 
키패드 + 포커스로 이동 버튼 목록 뷰포인터를마우스포인터로이동 포인터를 캐럿으로 이동 
키패드 1 (End) 줄 끝으로 좌하단으로 이동 
키패드 2 (↓) 다음 줄로 포인터부터 끝까지 읽기 픽셀 단위 아래로 이동 윈도우 끝줄로 윈도우 끝줄로 
키패드 3 (PgDn) 이동 줄 아래로 우하단으로 이동 
키패드 4 (←) 이전 글자로 왼쪽읽기 픽셀단위 왼쪽으로 이동 이전 단어로 이전 단어로 
키패드 5 현재 줄 읽기 현재 글자 읽기 특정 픽셀로 이동 현재 단어 읽기 현재 단어 읽기 
키패드 6 (→) 다음 글자로 오른쪽 읽기 픽셀단위 오른쪽으로 이동 다음 단어로 다음 단어로 
키패드 7 (Home) 줄 처음으로 좌상단으로 이동 
키패드 8 (↑) 이전 줄로 처음부터 포인터까지 읽기 픽셀 단위 위로 이동 윈도우 첫 줄로 윈도우 첫줄로 
키패드 9 (PgUp) 이동 줄 위로 우상단으로 이동 
키패드 0 (Ins)
키패드 Del 자동 드래그 사용 토글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 이동줄 읽기 방법 설정 
Home 줄 처음으로 사용자 윈도우 좌상단 문서 처음으로
End 줄 끝으로 사용자 윈도우 우하단 문서 끝으로
PgUp 이전 페이지로 이전 사용자 윈도우 이전 윈도우로
PgDn 다음 페이지로 다음 사용자 윈도우 다음 윈도우로
Delete 편집창 내용 삭제
Tab 객체 이동 프레임 이동
↑ 이전 줄로 사용자 윈도우 크기 증가 음성 수치 증가 
↓ 다음 줄로 사용자 윈도우 크기 감소 음성 수치 감소 
← 이전 글자로 사용자윈도우크기조절선택 음성 속성 선택 이전 단어로
→ 다음 글자로 사용자 윈도우 목록 음성 종류 선택 다음 단어로
 (Enter) 현재 링크 선택 항목 선택 사용자 윈도우 설정 
〔  (대괄호 열고) 미디어 3초 이전으로 미디어 볼륨 작게 미디어 중지
〕  (대괄호 닫고) 미디어 3초 앞으로 미디어 볼륨 크게 미디어 재생
＼ (BackSlash) 화면 재구성 프로그램사용 토글 프로그램 활성 
； (Semi Colon) 방문한 링크 이동
， (Comma) 이미지 읽기 토글
． (Period) 자동 포커스 선택
＇ (Apostrophe) 특수문자 사전 사용 토글 링크 이동
／ (Slash) 숨김 항목 토글
〓 (Equal) 객체 레이블 목록
｀ (grave) 이전 링크 문자열 찾기
Ａ 반복문자 음성알림 토글 글자 속성 알림 
Ｂ 윈도우 범위 설정 
Ｃ 선문자 읽기 토글 좌표 알림 
Ｄ 현재 날짜 알림 
Ｅ 영어 읽기 토글 현재 환경 재설정
Ｆ 포커스 윈도우 읽기 문자열 찾기(현재 화면) 문자열 찾기
Ｇ 범위 전체 읽기 그래픽 읽기 방법 설정 이미지 레이블 설정
Ｈ 하일라이트 설정 
Ｉ 이전 목록 이동
Ｊ 마크 목록
Ｋ 목록 이동
Ｌ 링크 목록
Ｍ 메뉴줄 읽기 마크 지정/저장/삭제
Ｎ 가상커서 키 무시
Ｏ
Ｐ
Ｑ 그래픽 레이블 목록 
Ｒ 객체 종류 읽기 이어 붙이기
Ｓ 스크롤바 읽기 
Ｔ 현재 시각알림 트레이 아이콘 목록 테이블 모드 선택
Ｕ 테이블 모드 해제
Ｖ 숫자 읽기 토글 블럭 복사
Ｗ 프레임 목록 윈도우 상태 알림
Ｘ 한자 읽기 토글 
Ｙ
Ｚ 구둣점 읽기 토글 블록 지정
１ 사용자 윈도우 읽기 (11) 1번 마크로 이동
２ 사용자 윈도우 읽기 (12) 2번 마크로 이동
３ 사용자 윈도우 읽기 (13) 3번 마크로 이동
４ 사용자 윈도우 읽기 (14) 4번 마크로 이동
５ 사용자 윈도우 읽기 (15) 5번 마크로 이동
６ 사용자 윈도우 읽기 (16) 6번 마크로 이동
７ 사용자 윈도우 읽기 (17) 7번 마크로 이동
８ 사용자 윈도우 읽기 (18) 8번 마크로 이동
９ 사용자 윈도우 읽기 (19) 9번 마크로 이동
０ 사용자 윈도우 읽기 (20) 10번 마크로 이동
F2 폼 콘트롤 이동
F3 문자열 다시 찾기 문자열 다시 찾기 테이블 이동
F4 프로그램 종료 텍스트 이동
F5 마크 이동
F6 헤딩간 이동
F7 외부개체 이동
F8 편집창 이동
F9 현재 페이지 정보
F11 연속읽기 현재 프레임 전체 읽기 가상커서를 포인터 위치로
F12 출력내용 다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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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패드 –  폼 콘트롤 이동
키패드 ∗  테이블 이동
키패드 ／  텍스트 이동
키패드 + 마우스포인터를뷰포인터로이동  마크 이동
키패드 1 (End)  헤딩간 이동
키패드 2 (↓) 캐럿부터 끝까지 읽기  외부 개체 이동
키패드 3 (PgDn)  편집창 이동
키패드 4 (←) 캐럿 왼쪽읽기  현재 페이지 정보
키패드 5  가상커서를 포인터 위치로
키패드 6 (→) 캐럿 오른쪽 읽기  가상커서 사용 선택
키패드 7 (Home)  가상커서 사용 해제
키패드 8 (↑) 처음부터 캐럿까지 읽기  현재 줄 읽기
키패드 9 (PgUp)  현재 단어 읽기
키패드 0 (Ins) Comma 현재 글자 읽기
키패드 Del 캐럿 이동줄 읽기방법 설정  링크, 이전문자, 연속읽기
Home 현재 행 첫 셀로 이동 현재 행 첫 셀 읽기  문자열 찾기
End 현재 행 마지막 셀로 이동 현재 행 마지막 셀 읽기  이미지 레이블 설정
PgUp 현재 열 첫 셀로 이동 현재 열 첫 셀 읽기  이전 목록 이동
PgDn 현재 열 마지막 셀로 이동 현재 열 마지막 셀 읽기  마크 목록
Delete  목록 이동
Tab 이전 프레임 이동  링크 목록
↑ 윗 셀로 이동 위 셀 읽기  마크 지정/저장/삭제
↓ 아래 셀로 이동 아래 셀 읽기  가상커서 키 무시

← 왼쪽 셀로 이동 이전 셀 읽기  이어 붙이기

→ 오른쪽 셀로 이동 다음 셀 읽기 Grave 이전 링크 문자열 찾기
 (Enter) 링크, 이전문자열, 연속읽기 테이블 현재 위치 읽기  프레임 이동
〔  (대괄호 열고) 미디어 속도 느리게 미디어 URL 복사 활성 미디어 변경 ~  마크 이동
〕  (대괄호 닫고) 미디어 속도 빠르게 미디어 정상 속도로 미디어 정보  객체 이동
＼ (BackSlash)  다음 줄로
； (Semi Colon) 이전 방문한 링크로 이동  이전 줄로
， (Comma) 현재글자 읽기  이전 글자로
． (Period) 캐럿 다음글자 읽기  다음 글자로
＇ (Apostrophe) 이전 링크로 이동 Home 줄 처음으로
／ (Slash) End 줄 끝으로
〓 (Equal) 객체 레이블 설정 PgUp 이전 페이지로
｀ (grave) 이전 링크 문자열 뒤로 찾기 PgDn 다음 페이지로
Ａ 환경 다른 이름으로 저장 캐럿 위치 글자 속성 알림  이전 단어로
Ｂ 선택 영역 읽기 기본 환경 열기  다음 단어로
Ｃ 입력문자 읽기 방법 설정 캐럿 좌표 알림 Home 문서 처음으로
Ｄ 디폴트 버튼 읽기 End 문서 끝으로
Ｅ 화면 변화 읽기 방법 설정 PgUp 이전 윈도우로
Ｆ 포커스 다시 읽기 PgDn 다음 윈도우로
Ｇ 수동 그래픽 레이블 설정 자동 그래픽 레이블 설정  문자열 계속 찾기
Ｈ  연속읽기
Ｉ 현재줄 읽기 가라사대 초기화  출력내용 다시 읽기
Ｊ 캐럿 이전단어 읽기  항목 선택
Ｋ 현재단어 읽기  프레임 목록
Ｌ 캐럿 다음 단어 읽기  센스리더 실행
Ｍ 캐럿 이전글자 읽기 Ins  프로그램 종료
Ｎ 기능키 무시 -표-
Ｏ 캐럿 다음줄 읽기 환경 열기  테이블 모드 선택
Ｐ 프로그레스바 읽기  테이블 모드 해제
Ｑ 하일라이트 목록  윗 셀로 이동
Ｒ 결과줄 읽기   아래 셀로 이동
Ｓ 상태줄 읽기 센스리더 실행 현재 환경 저장  오른쪽 셀로 이동
Ｔ 제목줄 읽기 툴팁 읽기  왼쪽 셀로 이동
Ｕ 캐럿 이전줄 읽기 Home 현재 열 첫 셀로 이동
Ｖ 환경 세부 설정 비디오 드라이버모드 토글 <가상커서 설정> End 현재 열 마지막 셀로 이동
Ｗ 윈도우 내용읽기(client) 링크 속성 읽기=선택   PgUp 현재 행 첫 셀로 이동
Ｘ 자동 포커스=선택 PgDn 현재 행 마지막 셀로 이동
Ｙ 가상커서시 편집창 입력=선택 Home 현재 행 첫 셀 읽기
Ｚ 읽기 모드 이미지 읽기=모두 읽기 End 현재 행 마지막 셀 읽기
１ 사용자 윈도우 읽기 (1) 페이지 이동 줄=25 PgUp  현재 열 첫 셀 읽기
２ 사용자 윈도우 읽기 (2) 줄 크기=300 PgDn 현재 열 마지막 셀 읽기
３ 사용자 윈도우 읽기 (3) 툴팁 읽기=해제  아래 셀 읽기
４ 사용자 윈도우 읽기 (4) 새 페이지 자동 읽기=해제  윗 셀 읽기
５ 사용자 윈도우 읽기 (5) 숨긴 내용 읽기=해제  이전 셀 읽기
６ 사용자 윈도우 읽기 (6) 단축키 읽기=선택  다음 셀 읽기
７ 사용자 윈도우 읽기 (7) 생략어, 두문자어 읽기=해제  테이블 현재 위치 읽기
８ 사용자 윈도우 읽기 (8) 생략어,두문자어설명읽기=해제 -미디어-
９ 사용자 윈도우 읽기 (9) 외부 개체 시작, 끝 읽기=해제  〔 미디어 이전으로 
０ 사용자 윈도우 읽기 (10) 폼 시작, 끝 읽기=해제  〕 미디어 다음으로
F2 이전 콘트롤 이동 필드셋 시작, 끝 읽기=해제  〔 미디어 볼륨 작게
F3 이전 테이블 이동 헤딩 읽기=선택  〕 미디어 볼륨 크게
F4 이전 텍스트 이동 언어 변경시 엔진 변경=해제  〔 미디어 중지
F5 이전 마크 이동 언어 변경 시작, 끝 읽기=해제  〕 미디어 재생
F6 이전 헤딩 이동 목록 시작, 끝 읽기=선택    〔 미디어 속도 느리게
F7 이전 외부 개체 이동 이미지 설명 읽기=선택    〕 미디어 속도 빠르게
F8 이전 편집창 이동 표 시작, 끝 읽기=선택    〔 미디어 URL 복사
F9 가상커서 설정 셀 주소 읽기=읽지 않기  〕 미디어 정상 속도로
F11 가상 커서 사용 선택 미디어 객체 읽기=선택  〔 활성 미디어 변경
F12 가상 커서 사용 해제 새창 링크 읽기=선택  〕 미디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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