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 활용법 

 

VI 에 세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맨 처음 VI 를 실행했을때 일반모드, 

글자 추가가 가능할때 입력모드, 그리고 일반모드에서 ':'를 입력하여 명령어를 실행하는 실행모드 

 

먼저 일반모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모드] 

 

h, j, k, l [ 좌, 하, 상, 우] 

 

 

<Line Num>G    Line Num 으로 이동합니다. 

G                   맨 마지막줄로 이동합니다. 

1G, gg            맨 처음 줄로 이동합니다. 

 

 

Ctrl + f           한페이지 아래로 이동 

Ctrl + u          반페이지 아래로 이동 

Ctrl + b          한페이지 위로 이동 

Ctrl + d          반페이지 위로 이동 

 

 

z + .              커서가 위치한 라인 가운데로 이동 

z + enter        커서가 위치한 라인 위로 이동 

z + -('+'옆에 위치한 키)     커서가 위치한 라인 아래로 이동 

 

w  워드단위로 커서 뒤로 이동 

b  워드단위로 커서 앞으로 이동 

%  매칭되는 괄호이동 

ex) 코드를 읽을때 함수단위로 읽을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입력 

 

{ 와 매칭되는 }로 커서가 이동되는것을 볼수있습니다. 

 

 

 

 



dw  워드단위 삭제 

cw  워드단위 삭제후 입력모드 

r  커서가 위치한 한글자 치환 

R  Insert 모드 

.  방금 입력한 명령 다시 실행 

 

 

x  커서가 위치한 한글자 삭제 

dd  커서가 위치한 라인삭제 

D  현재 위치한 커서 뒷부붂 삭제 

20D  현재커서 포함 21 라인 삭제 

ex) pthread_create 함수에서 인자값을 틀리게입력하여 지워야할때 

 
 

x 로 한글자씩 지우는 방법도 있지맊 위와같이 커서를 위치시킨다음 D 입력 

 
 

 

^  커서 위치한 맨 앞칸이동 

$  커서 위치한 맨 뒷칸이동 

 

U  undo 기능 

Ctrl + r redo 기능 

 

v  블록 지정하기 

Ctrl + v 세로로 블록지정 가능 

ex) 차이점 설명 

v 로 블록을 잡을 경우                            Ctrl + v 로 블록을 잡을경우 

 
 

 



yy                  커서가 위치한 라인 복사하기 

5y                  커서가 위치한 라인 아래로 5 줄 복사하기 

p                    y 로 복사한 것 붙여넣기 

ex ) 

복사하고자 하는 곳에 커서를 위치한후, 5y, 5 줄을 복사합니다. 

  

붙여넣기할 라인으로 이동합니다. 

 
 

붙여넣기(p)를 합니다. 

 
 

 



[입력모드] 

a 현재 커서 다음칸부터 입력시작 

i 현재 커서에서 입력시작 

I 현재 커서가 위치한 맨 앞칸에서 입력시작 

o 현재 커서에서 개행 후 입력 

s 블록지정된 것 지우고 입력시작 

 

 

[실행모드] 

e! 수정하다가 다시 원본상태로 돌아가고싶을때 

w 수정내용 저장 

w filename  지정한 파일명으로 저장 

wq 저장후 종료 

q! 강제 종료(수정한 내용 저장하지 않음) 

 



[TIP] 

 

vi 작업중 Ctrl+Z,  잠시 작업을 멈추고 쉘모드로 변환됩니다. 

다시 소스 수정을 하기위해서  fg 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됩니다. 

 

ex) 저는 콘솔창 하나에서 소스 수정하고 컴파일 할때 사용합니다. vim 으로 소스수정후 Ctrl + z 로 쉘모드로 

빠져나옵니다.  

 

 

여러개도 가능합니다.   

여러개의 작업을 중지시킨후, fg [jobs Number]로 다시 작업을 이어갈수있습니다. 

 

 

중지된 작업을 강제로 종료하는 방법은 'kill %[Job Number] && fg' 입니다.



m[a-z] 북마크 지정 ( m 입력후 알파벳 ) 

'[a-z] 지정한 북마크로 이동 

 

실행모드에서 Ctrl + f  사용자가 그동안 입력한 명령어 히스토리 출력 

 

명령어 수정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명령어를 찾았을경우 Enter 를 입력하여 실행합니다. 

 

간격 vs 파일명,       간격 sp 파일명   

한개의 소스를 수정하거나 붂석할때 용이하게 쓰입니다. 

두개의 창이 켜졌을때 커서이동은 Ctrl + w + 방향키 입니다. 

ex) thread.c 소스를 수정하고자 할때 

 



 

현재 윗창에 커서가 있습니다. 아래로 커서를 이동하고자 할때는 Ctrl + w + j or ↓ 

 



vi 도 탭기능이 있습니다. 

여러개의 파일을 열때 –p option 을 주면 됩니다. 

탭 이동은 실행모드에서 

tabn 이전 탭으로 이동,  tabp 다음 탭으로 이동,  tabfir 첫번째탭으로 이동, tabla 마지막 탭으로 이동 

탭을 추가할때는 실행모드에서 tabnew filename 을 하면 됩니다.  

ex ) 

 

 

 

 

 

tabp 입력  

 

 

 

tabnew main.c 

 

 

이상 VI 사용법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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