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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Excel

Digital Computer Concept and Practice

(MS Office 97~2003)

엑셀

Spreadsheet

경리, 회계 업무에 사용하던 일정한 형태의 계산 용지

표에 숫자나 문자 자료를 입력하고 이를 조작하여 자료를 처
리하는 프로그램

Microsoft Excel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 서식을 지정하고 정보를 분석 및 공
유하여 의사를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문서작성, 다양한 함수를 이용한 계산, 차트와 그리기, 데이
터 관리 및 분석 등 제공



화면구성

현재셀
행머리글

시트 이동 버튼
상태 표시줄

전체선택키
이름상자

서식도구모음

표준도구모음

메뉴바
제목표시줄

셀

시트 탭

수식 입력줄

종료 버튼

열 머리글

• 도구모음 표시
보기 | 도구모음
• 눈금선, 행٠열 머리글 표시

도구 | 옵션 | 화면 표시
• 시트의 수 조정

도구 | 옵션 | 일반

• 도구모음 표시
보기 | 도구모음
• 눈금선, 행٠열 머리글 표시

도구 | 옵션 | 화면 표시
• 시트의 수 조정

도구 | 옵션 | 일반

인쇄하기

페이지 : 파일 | 페이지설정

배율
• 축소/확대 배율 : 100보다

큰 값을 확대, 100보다 작은
값은 축소

자동 맞춤
• 지정한 용지와 너비에 맞추

어서 작성된 목록을 인쇄하는
기능
• 자동 맞춤은 축소 인쇄만 가능



셀의참조유형

행

숫자로 표시 : 1, 2, 3, …
열

문자로 표시 : A, B, C, …
셀 참조 유형

A1 유형

열은 문자로 행은 숫자로 표시

열을 먼저 표시

A25, C17, …

데이터입력

데이터 입력

40321715전광석화

44504854질풍노도

45526196무한질주

3580120134적토마

겨울가을여름봄차종

2001년도 차종별 자동차
판매현황 표

2001년도 차종별 자동차
판매현황 표



데이터입력

숫자데이터입력

일정한 규칙에 의해 생성되는 숫자 입력하기

같은 값 복사
A1에 1을 입

력하고 채우기
핸들 드래그

같은 값 복사
A1에 1을 입

력하고 채우기
핸들 드래그

1씩 증가되는 값
B1에 1을 입력하
고 채우기 핸들을

Ctrl - 드래그

1씩 증가되는 값
B1에 1을 입력하
고 채우기 핸들을

Ctrl - 드래그

일정한 값이 증가되는 값
① C1과 C2에 1과 3 입력
② C1과 C2를 영역으로 지정
③ 영역의 채우기 핸들 드래그

일정한 값이 증가되는 값
① C1과 C2에 1과 3 입력
② C1과 C2를 영역으로 지정
③ 영역의 채우기 핸들 드래그

곱해서 새로운 값 입력
① E1에 1을 입력
② E1 : E10을 영역으로

지정
③ 편집 | 채우기 | 연속 데

이터 | 급수, 단계값 3

곱해서 새로운 값 입력
① E1에 1을 입력
② E1 : E10을 영역으로

지정
③ 편집 | 채우기 | 연속 데

이터 | 급수, 단계값 3

메뉴의 연속 데이터 기능을 이용할 때의 주의점

1. 초기값을 먼저 입력한다.

2. 연속 데이터를 입력할 범위를 지정한다.

3. 메뉴의 연속 데이터 항목을 실행한다.



자동입력기능

같은 열에 이미 입력된 데이터 입력

시작 문자만 같은 경우

자동으로 완성하여 표시된 문자는 무시하고 계속 입력

자동 입력 기능 제어: 도구 | 옵션 | 편집

① B2와 B3에 적토마와 전광석화 입력

② B3에 적 입력

③ 토마는 자동으로 완성하여 보여줌

④ 엔터키를 치면 적토마가 입력됨

① B2와 B3에 적토마와 전광석화 입력

② B3에 적 입력

③ 토마는 자동으로 완성하여 보여줌

④ 엔터키를 치면 적토마가 입력됨

여러가지입력방법 I

영역을 지정한 후 입력하기

현재 셀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하는
영역을 지정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하는
영역을 지정

영역에서 B열의 마지막
셀에 데이터가 입력되고
나면 현재 셀이 C열로
이동

영역에서 B열의 마지막
셀에 데이터가 입력되고
나면 현재 셀이 C열로
이동



여러가지입력방법 II

여러 개의 셀에 동일한 데이터 입력하기

① 영역 지정

② 현재 셀에 데이터 입력

③ <Ctrl>키와 함께 <Enter>키를 친다. 

서식적용



서식적용

서식 적용

지정된 일부 영역이나 시트 전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음

서식 대상

셀

행

열

시트

열너비변경

열 너비보다 긴 데이터 입력 시의 열 너비 조정

마우스 포인터가 E 
열과 F 열의 구분선
위에서 모양이 변함

마우스 포인터가 E 
열과 F 열의 구분선
위에서 모양이 변함

텍스트 길이에
맞게 드래그하

여 열 너비 변경

텍스트 길이에
맞게 드래그하

여 열 너비 변경



서식 | 셀 |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

서식 | 셀 |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

셀서식변경 I

셀 서식 대화상자의 맞춤 페이지

글꼴 크기: 14
행 높이 : 26

A1:E1 영역 병합하고 가
운데 맞춤

글꼴 크기: 14
행 높이 : 26

A1:E1 영역 병합하고 가
운데 맞춤

셀서식변경 II

세로 가운데 맞춤

텍스트 방향 변경

세로 텍스트세로 텍스트
붉은 점이 현재 텍스트 방향

0도 : 가로 텍스트
90도 와 –90도는 세로 텍스

트와 다름

붉은 점이 현재 텍스트 방향
0도 : 가로 텍스트

90도 와 –90도는 세로 텍스

트와 다름

① A3:A5 영역 지정
② 셀 | 서식 | 맞춤 | 

세로 가운데 맞춤

① A3:A5 영역 지정
② 셀 | 서식 | 맞춤 | 

세로 가운데 맞춤



셀서식변경 III
열 너비에 맞게 텍스트 줄 바꿈

입력할 때 줄 바꾸기 : <Alt> + <Enter>

입력된 텍스트의 줄 바꾸기 : 셀 서식 | 맞춤 | 텍스트 줄
바꿈

텍스트를 셀 너비에 맞춤 : 셀 서식 | 맞춤 | 셀에 맞춤

셀서식변경 IV

테두리

먼저 선의 색과 스타일을 선택하고 테두리 그릴 선분을 선택

1행의 제목을 선택한 후 셀 서식 | 테두리 | 윤곽선

A2:E2 영역의 테두리
• 선 스타일 : 가는 실선 선택
• 다이어그램 미리 보기 상자

에서 해당 선 선택

A2:E2 영역의 테두리
• 선 스타일 : 가는 실선 선택
• 다이어그램 미리 보기 상자

에서 해당 선 선택



셀서식변경 V

무늬

서식 도구모음에서
색 채우기 버튼을 클
릭한 후 원하는 색을

선택해도 됨

서식 도구모음에서
색 채우기 버튼을 클
릭한 후 원하는 색을

선택해도 됨

셀서식변경 VI

표시 형식

일반

특별한 서식이 지정되지 않은 형식

입력되는 데이터에 따라 형식이 결정되기도 한다는 의미

예 : 2002-3-1을 입력하면 날짜 서식, 20%를 입력하면
백분율 서식



셀서식변경 VII

날짜

영역을 지정하고 셀 서식 | 표시 형식

셀서식변경 VIII
숫자

1000단위 구분 기호 사용

음수 표기 형식

소수 자릿수
도구모음(     ) 도구도구모음(     ) 도구

자릿수 늘림(    ),  
자릿수 줄임(    )   

도구 사용

자릿수 늘림(    ),  
자릿수 줄임(    )   

도구 사용

• 소수 이하 자릿수가 없는 수의 자릿수
를 늘이면 0으로 자릿수가 채워짐
• 소수 이하 자릿수를 줄이면 반올림 되
어 표시됨

• 소수 이하 자릿수가 없는 수의 자릿수
를 늘이면 0으로 자릿수가 채워짐
• 소수 이하 자릿수를 줄이면 반올림 되
어 표시됨



자동서식

선택된 영역에 대하여 자동으로 서식을 설정

서식 | 자동 서식 실행

• 옵션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영역
• 적용하고 싶지 않은 항목의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

• 옵션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영역
• 적용하고 싶지 않은 항목의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

데이터편집



복사하기와붙여넣기 I

예제4-1
완성되지 않은 목록

예제4-1
완성되지 않은 목록

복사할
범위

복사할
범위

복사하기와붙여넣기 II

마우스를 이용하여 복사-붙여넣기

① 영역의 가장자리에서 마우
스 포인터의 모양이 화살표
로 바뀜

② Ctrl 키를 누르면 화살표 위
에 작은 +기호가 표시됨

③ Ctrl키를 누른 채로 복사할
영역으로 드래그

① 영역의 가장자리에서 마우
스 포인터의 모양이 화살표
로 바뀜

② Ctrl 키를 누르면 화살표 위
에 작은 +기호가 표시됨

③ Ctrl키를 누른 채로 복사할
영역으로 드래그

붙여넣기 될 영역이
사각형으로 표시됨

붙여넣기 될 영역이
사각형으로 표시됨

또는 Ctrl+C / Ctrl+V 사용



복사하기와붙여넣기 III

인접하지 않은 영역 복사-붙여넣기

인접하지 않은 영역을
Ctrl-드래그로 지정하고

A17을 클릭하여 붙여넣기

인접하지 않은 영역을
Ctrl-드래그로 지정하고

A17을 클릭하여 붙여넣기

잘라내기와붙여넣기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잘라내기-붙여넣기

데이터가 있던 자리

영역의 가장자리에서 마
우스 포인터가 “화살표”
로 바뀌면 아래쪽 영역으

로 드래그

영역의 가장자리에서 마
우스 포인터가 “화살표”
로 바뀌면 아래쪽 영역으

로 드래그

잘라내기–붙여넣기의 다른 방법

• Ctrl-X, Ctrl-V
• 편집 | 잘라내기 - 편집 |붙여넣기

잘라내기–붙여넣기의 다른 방법

• Ctrl-X, Ctrl-V
• 편집 | 잘라내기 - 편집 |붙여넣기



선택하여붙여넣기 I

수식에 의한 결과값을 복사 - 붙여넣기

복사 – 붙여넣기를 실행하면

계산된 결과만 복사되지
않고 수식이 복사됨

복사 – 붙여넣기를 실행하면

계산된 결과만 복사되지
않고 수식이 복사됨

수식(=D2*6500)에 의해
계산된 결과

수식(=D2*6500)에 의해
계산된 결과

수식(=#REF!*6500)이
복사됨

수식(=#REF!*6500)이
복사됨

선택하여붙여넣기 II

수식에 의해 계산된 결과값만 복사하기

편집 |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실행하고 붙여넣기 상자에서 값
선택

복사 영역의 값을 붙여넣기
영역의 값과 결합하는데

사용할 연산자

복사 영역의 값을 붙여넣기
영역의 값과 결합하는데

사용할 연산자



서식복사

도구모음의 서식 복사 이용

① 서식이 지정된 영역을 지정
② 도구모음의 서식 복사 도구

클릭
③ 서식을 복사하려는 영역의

왼쪽 상단의 셀을 클릭

① 서식이 지정된 영역을 지정
② 도구모음의 서식 복사 도구

클릭
③ 서식을 복사하려는 영역의

왼쪽 상단의 셀을 클릭

삭제
내용만 지우기

편집 | 지우기 | 내용 지우기

키보드의 <Del>키

셀 삭제

셀을 선택하고 편집 | 삭제

• 셀을 왼쪽으로 밀기 : C2의
내용이 B2로 이동

• 셀을 위로 밀기 : B3의 내용이
B2로 이동

• 행 전체 : 2 행이 삭제
• 열 전체 : B 열이 삭제



삽입

삽입할 수 있는 내용

셀, 행, 열, 워크시트, 메모

개체 : 클립아트, 워드아트, 차트, 지도, …
셀 삽입

① 셀이 삽입될 위치를 현재 셀
로 지정

② 편집 | 삽입 실행
③ 삽입 대화상자에서 현재 셀

의 내용을 이동할 위치 선택

① 셀이 삽입될 위치를 현재 셀
로 지정

② 편집 | 삽입 실행
③ 삽입 대화상자에서 현재 셀

의 내용을 이동할 위치 선택

• 셀을 오른쪽으로 밀기 : B6의
내용이 C6으로 이동
• 셀을 아래로 밀기 : B6의 내

용이 B7로 이동
• 행 전체 : 6 행에 빈 행이 삽입
• 열 전체 : B 열에 빈 열이 삽입

수식과함수사용



수식과함수사용

데이터를 처리하여 원하는 값을 얻는 방법

직접 수식을 입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수식은 반드시 ‘=’ 기호를 먼저 입력해야 함

수식 I
간단한 수식 사용하기

자동 합계 버튼 사용하기

강신희의 중간고사 점수와 기말
고사 점수를 더해서 총점 계산

=C3+D3

현재 셀의 위에 수치가
들어있는 셀을 추천

합계에 사용할 셀 범위
를 드래그하여 입력



수식 II
수식의 복사

수식이 들어있는 셀의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여 수식 복사

예)

E4(=SUM(C4:D4))의 채우기 핸들을 E5로 드래그하여 수
식 복사

복사된 수식은 =SUM(C5:D5)로 자동으로 변경됨

셀 참조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상대참조이기 때문

수식의 수정

수식 입력 줄과 현재 셀에서 수정 가능

수식이 입력된 셀을 더블클릭

수식 III

수식 입력줄

수식 취소 버튼(    ) : 현재 입력한 수식의 실행을 취소할 때
사용

수식 확인 버튼(    ) : 입력한 수식을 실행할 때 사용

수식 입력 기호( = ) : 수식이나 함수를 입력할 때 사용

수식에서 사용되는 연산 기호

산술 연산자 : *, /, +, -, %, ^

비교 연산자 : =, <>, <=, <, >=, >

참조 연산자

“:” 인접한 여러 개의 셀을 나타낼 때(A1 : A5는 A1, A2, 
A3, A4, A5를 의미함)

“,” 두 범위를 하나의 범위로 결합(A1:A3, A5:A7)



수식 IV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

상대 참조

열 머리글과 행 머리글을 조합하여 표시

규칙을 나타내므로 셀을 참조하는 위치에 따라
달라짐

A1, K25, …

2311123

14952

9271

CBA
=A1 + B1

규칙
=A1(왼쪽으로 두번째 열의

같은 행의 셀)  
+ B1(왼쪽으로첫번째 열의

같은 해의 셀)

C1의 수식을 복사하면
규칙이 복사되므로

=A2 + B2

수식 V
절대 참조

참조하는 셀의 위치와 상관없이 참조되는 셀의
위치가 항상 고정

셀의 열 머리글과 행 머리글 앞에 ‘$’ 기호를 함
께 사용하여 나타냄

F2의 수식
=E2/E7

• F2의 수식을 복사
=E2/E8
• E8에는 값이 없으므로 0이

되어 에러 발생
• F2의 E7을 절대참조로 변환

=E2/$E$7

상대 참조를 절대 참조로
변환하는 키 : <F4>

E7→$E$7 →E$7→$E7 



함수사용하기 I

함수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식을 미리 만들어서
특정한 이름으로 기억시켜둔 것

함수 사용

수식 입력 기호를 클릭하면 이름 상자가 함수 상자
로 변경

함수 상자의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함수 목록이 표시됨

함수 추가를 클릭하
면 함수 마법사 실행

함수사용하기 II

AVERAGE()함수
지정 버튼: 수식 편집 상자
가 한 줄의 입력줄로 변경

수식 편집 상자가 숨겨
지고 한 줄의 인수 입력

줄로 변경

• C3:D3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 입력줄에 내용이 입력됨
• 지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식 편집

상자로 되돌아감



함수사용하기 III

MAX()와 MIN() 함수
함수 목록에서 찾을 수 없으면 함수 추가를 클릭

함수 마법사를 실행하고 함수 범주 상자에서 종류를 선택한

후 함수 이름 상자에서 함수 클릭

최대값을 찾고자하
는 범위를 입력

배열식

배열

같은 성격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놓은 것

형태

수식에 {} 기호가 들어있음

{} 기호를 직접 삽입하는 것으로 배열식을 만들지는 못함

배열식 생성 방법

수식입력 후, <Ctrl>+<Shift>+<Enter>



목록관리하기

정렬 I

정렬

자료를 어떤 값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오름차순, 내림차순

키값

정렬의 기준이 되는 값

하나의 키값으로 정렬

같은 키값을 가지는 데이터들은 순서없이 정렬

하나 이상의 키값으로 정렬

첫번째 키값으로 정렬하고, 키값이 같은 데이터
들은 그 안에 두 번째 키값으로 정렬



정렬 II
데이터 | 정렬

정렬 III

• 첫째 기준 판매액
• 내림차순 선택



정렬 IV

판매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정렬 V

여러 열을 기준으로 정렬하기

• 첫째 기준
• 판매액
• 오름차순

• 둘째 기준
• 판매일자
• 오름차순



정렬 VI

판매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같은 판매처는

판매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차트작성하기



차트작성하기

차트

정보를 한눈에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림 도구

차트 작성에 이용될 목록

세로막대형차트작성하기 I

학기별 수강생 현황 차트
목록 내의 셀을 현재 셀로 하고 도구모음에서 차트 마법사
(      ) 도구 클릭

차트 마법사 1단계

차트 종류 선택



세로막대형차트작성하기 II

차트 마법사 2단계

• 데이터 범위 선택 : A3:E8
•계열 위치 선택 : 행

세로막대형차트작성하기 III

차트 마법사 3단계

• 차트 제목 : 학기별
수강생 현황

• X축 제목 : 학기
• Y축 제목 : 인원



세로막대형차트작성하기 IV

차트 마법사 4단계

차트 그릴 위치 선택

세로막대형차트작성하기 V

차트 및 구성 요소들의 명칭

차트 제목

차트 영역

범례

그림 영역

축제목

X축

범주의 축 이름



세로막대형차트의수정 I

차트 위치 변경 : 차트 영역의
빈 공간을 마우스로 드래그하
여 이동

차트 크기 변경 : 핸들 위에 마
우스를 두고 드래그하여 변경

가로세로 비율을 유지: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차트의 중심을 고정한 채
로 상하좌우 크기를 동시
에 변경 : <Shift> 키를 누
른 상태에서 드래그

세로막대형차트의수정 II

차트 영역의 서식 변경
차트 영역의 글꼴 크기 조정

차트 영역의 빈 공간에 마우스 포인트를 두고 바로가기 메뉴
를 나타낸 후 차트 영역 서식 실행

자동 크기 조정 선택 : 차트
영역의 크기가 변경되면 자
동으로 글꼴 크기자 변경



세로막대형차트의수정 III

차트 글꼴 크기가 10 포인트로 변경

세로막대형차트의수정 IV

데이터 추가하기

• B1:G5 범위의 목록을
이용하여 그린 차트
• 6행의 통계처리 과목
의 데이터는 차트에 포

함되지 않았음



세로막대형차트의수정 V

추가할 데이터를 범위로 지정하고 차트 영역으로 드래그하
여 추가

B6:G6을 범위로
지정한 후 가장자리에서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변경되면 차트 영역으로

드래그

세로막대형차트의수정 VI

데이터가 새로 추가되어 변경된 차트



세로막대형차트의수정 VII

데이터 삭제하기
삭제하고자 하는 계열(겨울학기 계열)을 선택하고 <Del>키
누름

겨울학기 계열
삭제됨

차트에서 계열을 삭
제하더라도 원본

목록의 계열은 삭제
되지 않음

세로막대형차트의수정 VIII

원본 목록에서 계열을 삭제하면 경고 메시지가 나타남



세로막대형차트의수정 IX

원본 목록에서 항목을 삭제하면 차트에서도 삭제됨

컴퓨터 기초 항목을
원본 목록에서 삭제

컴퓨터 기초 항목이
차트에서 삭제됨

세로막대형차트의수정 X

데이터 변경
원본 목록의 데이터를 수정하면 차트의 데이터 표식도 자동
으로 변경

1학기 웹디자인의
데이터를 20에서

10으로 변경



Excel 2007

화면구성



특징 I

리본 메뉴 : 메뉴, 도구 모음 리본 메뉴

갤러리

삽입된 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탭이 나
타남

‘표 스타일’ 그룹에 있는 다양한 아이콘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두기만 하면 표의 스타일이 자동으
로 변하므로 쉽게 원하는 표로 수정

특징 II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가 특정한 작업을 보다 빨리 실행하고자 할
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등록해 두고 사용

기본적으로 저장, 취소, 반복 등의 아이콘이 등록
되어 있으며, 탭 위에 배치



특징 III

Microsoft Office 단추

화면의 표시 방법이나 편집관련 작업, 혹은 일반
설정과 관련된 작업

Excel 옵션

특징 IV

대폭 늘어난 작업공간

17,179,869,184개 (1,048,576행 X 16,384열)

작업 공간이 1,024배 증가 (행 16배, 열 64배)

Excel 2003 16,777,216개 (65,536행 X 256열)

확장된 작업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xls
파일이 아닌 .xlsx라는 새로운 파일 포맷으로 저장



특징 V

간편해진 배율 조절, 시트 삽입

상태 표시줄 오른쪽에 있는 '확대/축소 슬라이드'
를 이용

시트 탭의 오른쪽 워크시트 삽입 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