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활용능력 실기 시험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제를 공개하지 않아 문제 복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문제는 시험을 치룬 학생들의 기억을 토대로 복원한 것
이므로, 일부 내용이 실제 시험과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국 가 기 술 자 격 검 정

2014년 1회 컴퓨터활용능력 실기 시험
프로그램명
EXCEL

수험번호 :
성
명 :

제한시간
40분

2급

F형

<유 의 사 항>
■ 인적 사항 누락 및 잘못 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으로 합니다.
■ 화면에 암호 입력상자가 나타나면 아래의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암호 : 49&366
■ 작성된 답안의 파일명은 지정된 경로 및 파일명을 변경하지 마시고 저장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실격처리 됩니다.
<답안파일 명 예>
C:\OA\수험번호 8자리.xlsm
■ 외부데이터 위치 : C:\OA\파일명
■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실격처리 됩니다.
○ 제시된 시트 순서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제시된 시트 이름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제시된 시트를 임의로 추가 또는 삭제한 경우
■ 답안은 반드시 문제에서 지시 또는 요구한 셀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험자가 임의로
셀의 위치를 변경하여 입력한 경우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울러 지시하지 않은 셀의 이동, 수정, 삭제, 변경 등으로 인해 셀의 위치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관련 문제 모두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형 및 차트의 개체가 중첩되어 있거나, 동일한 계산결과 시트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개체나 시트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주어진 각 시트의 설정값 또는 기본설정값(Default)으
로 처리하십시오.
■ 저장 시간은 별도로 주어지지 아니하므로 제한된 시간 내에 저장을 완료해야 합니다.
■ 본 문제에 사용된 용어는 Microsoft Office 200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대 한 상 공 회 의 소

문제1 기본작업(20점)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1. ‘기본작업-1’ 시트에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5점)

2. ‘기본작업-2’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각 2점)
① [A1:G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HY중고딕’, 크기 18, 행 높이 30으로 지정하시오.
② [A3:G3] 영역은 셀 스타일에서 ‘제목 및 머리글’의 ‘제목 4’로 지정하시오.
③ [F4:F19] 영역은 ‘연락처’로 이름을 정의하시오.
④ [G4:G19] 영역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 ‘@korcham.net’을 표시하시오.
⑤ [A3:G19] 영역은 ‘가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 ‘모든 테두리( )’를 적용하여 표시하시오.
3. ‘기본작업-3’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5점)
‘와인 수입 현황’ 표에서 구분이 “레드”이고, 판매량이 20,000 이상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하여 검
색하시오.
▶ 고급 필터 조건은 [A24:D26] 범위 내에 알맞게 입력하시오.
▶ 고급 필터 결과 복사 위치는 동일 시트의 [A28] 셀에서 시작하시오.

문제2 계산작업(40점) ‘
계산작업’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1. [표1]에서 제품코드[A3:A12]의 첫 문자와 코드표[E4:F6]를 이 용 하 여 총 판 매 액 [C3:C12]을 계 산 하 시 오 .
(8점)
▶ 총판매액 = 판매량 × 판매가
▶ VLOOKUP과 LEFT 함수 사용
2. [표2]에서 휴가출발일[I3:I12]과 휴가일수[J3:J12]를 이용하여 회사출근일[K3:K12]을 표시하시오. (8점)
▶ 주말(토, 일요일)은 제외
▶ EDATE, DAYS360, WORKDAY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여 사용
3. [표3]의 총휴가일수[E14]에서 사용일수[D16:D24]를 뺀 일수가 8일 이상이면 “휴가독촉”, 8일 미만 4일
이상이면 “휴가권장”, 4일 미만이면 공백으로 비고[E16:E24]에 표시하시오. (8점)
▶ IF, COUNTIF, AVERAGEIF 중 알맞은 함수 사용
4. [표4]의 E-메일[J16:K24]에서 ‘@’ 앞의 문자열만 추출하여 닉네임[I16:I24]에 표시하시오. (8점)
▶ 표시 예 : abc@naver.com → abc
▶ MID와 SEARCH 함수 사용

5. [표5]에서 남학생의 영어[D28:D37] 점수 평균을 계산하여 [G28] 셀에 표시하시오. (8점)
▶ 평균 점수는 반올림없이 정수로 표시
▶ 숫자 뒤에 “점”을 표시(예 : 90점)
▶ TRUNC와 AVERAGEIF 함수 사용

문제3 분석작업(20점)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1. ‘분석작업-1’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10점)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서울 고궁 입장객 현황(A3:E23)’ 표에 대한 고궁명별 ‘성인’, ‘청소년’, ‘어린
이’의 평균을 [H4:J8] 영역에 계산하시오.
2. ‘분석작업-2’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10점)
판매가[B6]와 판매량[B7]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순이익총액[E7]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 [B6] 셀의 이름은 ‘판매가’, [B7] 셀의 이름은 ‘판매량’, [E7] 셀의 이름은 ‘순이익총액’으로 정의하시
오.
▶ 시나리오1 : 시나리오 이름은 ‘판매가판매량증가’, 판매가를 80,000, 판매량을 9,000으로 설정하시오.
▶ 시나리오2 : 시나리오 이름은 ‘판매가판매량감소’, 판매가를 70,000, 판매량을 7,000으로 설정하시오.
▶ 위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분석작업-2’ 시트 바로 앞에 위치시키시오.
※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작성 시 정답과 일치하여야 하며, 오자로 인한 부분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문제4 기타작업(20점)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1. ‘매크로작업’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각 5점)
① [C16:F16] 영역에 평균을 계산하는 ‘평균’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 [도형] → [사각형]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을 동일 시트의 [H3:I5]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

트를 “평균”으로 입력하고, 도형을 클릭할 때 ‘평균’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② [A3:F3] 영역에 대하여 셀 스타일을 ‘강조색3’으로 지정하는 ‘서식’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 [도형] → [사각형]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을 동일 시트의 [H8:I10] 영역에 생성한 후 텍

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하고, 도형을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됨
2. ‘차트작업’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그림>과 같이 차트를 수정하시오. (각 2점)
※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작성 시 0점 처리됨
① ‘접수번호’ 계열을 삭제하고, 가로(항목) 축을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②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한 후 글꼴 크기를 20으로 지정하시오.
③ ‘주사비’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변경하시오.
④ 범례는 위쪽에 배치하시오.
⑤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너비’ 3pt와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시오.

2014년 1회 F형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답 및 해설
[문제1] 기본작업
❷ 셀 서식

④ ‘셀 서식’ 대화상자(G4:G19)

❸ 고급 필터

‘고급 필터’ 대화상자

[문제2] 계산작업
1. 총판매액(C3) : =B3 * VLOOKUP( LEFT(A3, 1), $E$4:$F$6, 2, FALSE )
2. 회사출근일(K3) : =WORKDAY(I3, J3)
3. 비고(E16) : =IF( $E$14-D16>=8, “휴가독촉”, IF($E$14-D16>=4, “휴가권장”, “”) )
4. 닉네임(I16) : =MID( J16, 1, SEARCH(“@”, J16, 1)-1 )
5. 남학생 영어 평균점수(H28) : =TRUNC( AVERAGEIF(B28:B37, “남”, D28:D37) ) & “점”
❶ / ❷ / ❸ / ❹

❺ 남학생 영어 평균점수(G28) : 85점

[문제 3] 분석작업
❶ 데이터 통합

․ ‘통합’ 대화상자

❷ 시나리오

․ 첫 번째 ‘시나리오’ 대화상자

․ ‘시나리오 값’ 대화상자

․ 두 번째 ‘시나리오’ 대화상자

․ ‘시나리오 값’ 대화상자

․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상자

․ ‘시나리오 요약’ 대화상자

[문제4 기타작업]
❶ 매크로

❷ 차트
① 계열 삭제 및 가로(항목) 축 변경
1. 차트 영역의 바로 가기 메뉴에서 [데이터 선택]을 선택한다.
2.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에서 ‘범례 항목(계열)’의 ‘접수번호’를 선택하고 <제거>를 클릭한다.

3. 이어서 ‘가로(항목) 축 레이블’의 <편집>을 클릭한다.
4. ‘축 레이블’ 대화상자에서 ‘축 레이블 범위’를 [B4:B5], [B9:B12] 영역으로 지정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5.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에서도 <확인>을 클릭한다.
⑤ 차트 영역 서식
1. 차트 영역의 바로 가기 메뉴에서 [차트 영역 서식]을 선택한다.
2. ‘차트 영역 서식’ 대화상자의 ‘테두리 스타일’ 탭에서 ‘너비’를 3pt로 지정하고, ‘둥근 모서리’를 선택한 후
<닫기>를 클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