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드리는 말씀
・		이 책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운용 결과에 대해 저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제공자, 제이펍 출판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이 책에 등장하는 회사명, 제품명은 일반적으로 각 회사의 등록 상표(또는 상표)이며, 본문 중에는 TM, Ⓒ, Ⓡ 마크 등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엑셀 2021 및 M365 최신 버전의 화면으로 제작되었으나, 엑셀 2010 이후 모든 버전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운영체제 및 엑셀 버전, 학습 시점에 따라 일부 기능은 지원하지 않거나 책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Alt  조합 단축키는 주로 키를 순서대로 눌러서 실행합니다.	
동시에 누르는 단축키는 +로, 하나씩 순서대로 누르는 단축키는 →로 구분해서 표시했습니다.

・	예제 파일은 https://bit.ly/jpub_excel 또는 https://bit.ly/jpub_excel_2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책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지은이 혹은 출판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은이: info@oppadu.com	
- 출판사: help@jpub.kr

※ 엑셀이 처음이라면
엑셀을 처음 실행해 본다면 다음 동영상 강의부터 시청하시길 추천합니다.

https://youtu.be/M0sOvOebZ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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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바쁜	직장인을	위한	8시간	학습	로드맵 • 13
  이	책을	시작하기	전에 • 16
	 	 독자	지원	및	예제	파일	안내 • 19
  동영상	강의	안내 • 20

0 1 시작부터 남다른 실무자의 엑셀 활용 

 LESSON 01 엑셀 기본 설정 변경으로 맞춤 환경 만들기 22

	 	 엑셀 기초	 문서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기본	글꼴	설정하기	 22
	 	 엑셀 기초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이는	자동	저장	설정	 23
	 	 엑셀 기초	 자동으로	생성되는	하이퍼링크	설정	 25
	 	 엑셀 기초	 언어	자동	고침	설정으로	특수기호	빠르게	입력하기	 26
	 	 엑셀 기초	 자주	쓰는	기능을	단축키로	만드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27

 LESSON 02 엑셀 좀 사용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엑셀 기본기 30

	 	 엑셀 기초	 작업	도중	실수를	되돌리는	실행	취소하기	 30
	 	 엑셀 기초	 가독성을	결정하는	행	높이	조절하기	 31
	 	 엑셀 기초	 검산을	더욱	빠르게,	상태	표시줄	200%	활용하기	 32
	 	 엑셀 기초	 특정	시트나	특정	시트의	특정	셀로	빠르게	이동하기	 33
	 	 엑셀 기초	 모든	시트	조회	및	특정	값을	변경하는	찾기	및	바꾸기	 34

 LESSON 03 엑셀의 기본 동작 원리 이해하기 36

	 	 엑셀 기초	 많은	데이터를	다룰	때	필수인	자동	채우기	이해하기	 36
	 	 엑셀 기초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나만의	자동	채우기	패턴	만들기	 38
	 	 엑셀 기초	 텍스트	관련	함수가	무색해지는	빠른	채우기	(엑셀	2013	이후)	 39
	 	 엑셀 기초	 알고	보면	간단한	날짜/시간	데이터	이해하기	 42
	 	 엑셀 기초	 함수	활용을	위한	셀	참조	방식	이해하기	 43
	 	 엑셀 기초	 엑셀에서	사용하는	4가지	연산자	이해하기	 45

 LESSON 04 엑셀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류와 해결 방법 총정리 46

	 	 엑셀 기초	 셀	왼쪽	위에	초록색	삼각형이	표시되는	이유	 46
	 	 엑셀 기초	 엑셀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류	값	정리	 49
	 	 실무 활용	 오류	값을	다른	값으로	대체하여	표시하기	 50
	 	 실무 활용	 숫자처럼	보이는	문자를	빠르게	확인하고	해결하기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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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SON 05 실무자면 꼭 알아야 할, 필수 단축키 모음 53

	 	 실무 상식	 모든	작업을	단축키로	바꾸는	마법의	Alt	키	 53
	 	 실무 상식	 엑셀	파일	관리	작업을	처리하는	단축키	 54
	 	 실무 상식	 보다	편리한	엑셀	작업을	위한	단축키	 56
	 	 실무 상식	 자료	편집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단축키	 60
	 	 실무 상식	 셀	서식을	빠르게	변경하는	단축키	 62
	 	 실무 상식	 셀	이동	및	선택이	빨라지는	단축키	 64

02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엑셀 활용 

 LESSON 01 보기 좋은 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위한 필수 상식 68

	 	 실무 상식	 표(서식)와	데이터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68
	 	 실무 상식	 데이터	관리는	세로	방향	블록	쌓기와	비슷하다	 71
	 	 실무 상식	 셀	병합	기능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	 72
	 	 실무 상식	 단순히	가릴	때는	숨기지	말고	그룹으로	관리하자	 73

 LESSON 02 편리한 엑셀 문서 작업을 위한 실력 다지기 75

	 	 실무 활용	 셀	병합하지	않고	가운데	정렬하기	 75
	 	 실무 활용	 셀	병합	해제	후	빈칸	쉽게	채우기	 78
	 	 실무 활용	 빈	셀을	한	번에	찾고	내용	입력하기	 80
	 	 실무 활용	 한글/영어	자동	변환으로	편리하게	입력하기	 81
	 	 실무 활용	 특정	단어를	포함하는	셀을	찾고	강조하기	 82
	 	 실무 활용	 숫자	데이터의	기본	단위를	한	번에	바꾸는	방법	 84

 LESSON 03 엑셀로 시작하는 기초 데이터 분석 88

	 	 실무 활용	 행/열	전환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데이터	살펴보기	 88
	 	 실무 활용	 중복된	데이터	입력	제한하기	 90
	 	 실무 활용	 빅데이터	집계를	위한	이름	정의	및	활용하기	 93
	 	 실무 상식	 서로	다른	시트/표를	동시에	띄워	놓고	비교하자	 96

 LESSON 04 엑셀 데이터 가공을 위한 텍스트 나누고 합치기 99

	 	 엑셀 기초	 엑셀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나누기	방법	4가지	 99
	 	 실무 활용	 양쪽	맞춤	채우기로	텍스트	나누기	 100
	 	 실무 활용	 텍스트	나누기	마법사	활용하기	 101
	 	 실무 활용	 여러	줄을	한	줄로	합치거나	한	줄을	여러	줄로	분리하기	 104
	 	 실무 활용	 여러	열에	입력된	내용을	간단하게	한	열로	합치기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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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고서가 달라지는 서식 활용법 

 LESSON 01 반드시 숙지해야 할 셀 서식 기초 112

	 	 엑셀 기초	 셀	서식	대화상자	살펴보기	 112
	 	 실무 상식	 표시	형식은	겉으로	보이는	형식만	바꾼다	 113
	 	 실무 상식	 세미콜론으로	양수,	음수,	0,	텍스트	서식을	구분한다	 115
	 	 엑셀 기초	 셀	서식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표시	형식	살펴보기	 117

 LESSON 02 실무자를 위한 셀 표시 형식 대표 예제 119

	 	 실무 활용	 0	지우거나	하이픈(-)으로	표시하기	 119
	 	 실무 활용	 날짜를	년/월/일	(요일)로	표시하기	 121
	 	 실무 활용	 앞에	0이	포함된	숫자	만들기	 123
	 	 실무 활용	 숫자	증감을	파랑,	빨강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기	 124
	 	 실무 활용	 숫자를	한글로	표시하기	 125

 LESSON 03 깔끔한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본 규칙 127

	 	 실무 상식	 숫자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정렬하라	 127
	 	 실무 상식	 천	단위	구분	기호는	반드시	표시하라	 128
	 	 실무 상식	 단위가	다르면	반드시	명시하라	 128
	 	 실무 상식	 들여쓰기로	항목의	위상을	명확하게	표현하라	 129
	 	 실무 상식	 표에서	세로선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라	 130
	 	 실무 활용	 깔끔한	보고서	완성하기	 131

 LESSON 04 조건부 서식으로 빠르게 데이터 분석하기 135

	 	 엑셀 기초	 조건에	맞는	값을	찾아	서식을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	 135
	 	 실무 활용	 특정	값보다	크거나	작을	때	강조하기	 137
	 	 실무 활용	 하위	10%	항목	강조하기	 140
	 	 실무 활용	 조건을	만족할	때	전체	행	강조하기	 141
	 	 실무 활용	 여러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셀	강조하기	 143
	 	 엑셀 기초	 적용된	조건부	서식	관리하기	 144

 LESSON 05 데이터 이해를 돕는 시각화 요소 추가하기 146

	 	 엑셀 기초	 조건부	서식을	이용한	간단한	데이터	시각화	 146
	 	 실무 활용	 데이터	막대로	보고서	시각화하기	 147
	 	 실무 활용	 아이콘	집합	활용하여	시각화하기	 151
	 	 엑셀 기초	 스파크라인	차트	알아보기	 153
	 	 실무 활용	 스파크라인	차트	추가	후	자유롭게	변경하기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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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완성한 엑셀 보고서 공유 및 출력하기 

 LESSON 01 1분 투자로 100점짜리 보고서 완성하기 158

	 	 실무 상식	 요약	시트를	첫	페이지로	정리하라	 158
	 	 실무 상식	 시트의	눈금선,	머리글을	제거한다	 159
	 	 실무 상식	 한	시트에	데이터가	많을	때는	틀	고정	기능을	사용하라	 160
	 	 실무 상식	 종이에	인쇄할	보고서라면	보기	방식을	변경하라	 161
	 	 실무 활용	 입력하는	값	&	계산되는	값	구분하기	 162

 LESSON 02 외부 통합 문서 참조할 때 발생하는 오류 처리하기 164

	 	 실무 상식	 파일	배포	전에	외부	연결	확인하기	 164
	 	 실무 활용	 외부	데이터	원본에	대한	연결	오류	해결하기	 166

 LESSON 03 외부 공유를 대비하여 정보를 관리하자 168

	 	 실무 상식	 외부	자료를	참조했다면	자료	출처를	명시하자	 168
	 	 실무 상식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자료라면	문서의	개인	정보를	제거하자	 170
	 	 실무 상식	 파일	버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172

 LESSON 04 엑셀 파일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 3가지 174

	 	 실무 활용	 파일	크기	확인	및	바이너리	파일로	저장하기	 174
	 	 실무 활용	 함수를	모두	값으로	변경하기	 175
	 	 실무 활용	 피벗	캐시	지우기	 176

 LESSON 05 엑셀은 보안 측면에서 완벽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179

	 	 실무 활용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입력할	데이터	제한하기	 179
	 	 실무 활용	 메모와	설명	메시지로	보충	설명	추가하기	 183
	 	 실무 활용	 시트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186
	 	 실무 활용	 시트	숨기기로	꼭꼭	숨겨	놓기	 190

 LESSON 06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쇄 설정 기본 사항 194

	 	 엑셀 기초	 인쇄	영역	설정하기	 194
	 	 엑셀 기초	 용지	방향	설정하기	 196
	 	 엑셀 기초	 용지	여백	설정하기	 197
	 	 엑셀 기초	 인쇄	영역을	페이지	중앙에	맞추기	 198

 LESSON 07 여러 페이지 보고서를 인쇄할 때 확인 사항 200

	 	 실무 상식	 여러	페이지로	이어진	표라면	제목	행을	반복해서	출력하라	 200
	 	 실무 상식	 머리글/바닥글에	페이지	번호를	표시한다	 202
	 	 실무 활용	 머리글/바닥글에	워터마크	추가하기	 204

 LESSON 08 엑셀 문서를 PDF로 변환하는 가장 쉬운 방법 208

	 	 엑셀 기초	 Windows	10	이상에서	PDF로	변환하기	 208
	 	 엑셀 기초	 Windows	10보다	낮은	버전에서	PDF	변환하기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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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데이터 정리부터 데이터 필터링까지 

 LESSON 01 엑셀 데이터 관리의 기본 규칙 214

	 	 실무 상식	 줄	바꿈,	빈	셀은	사용하지	않는다	 214
	 	 실무 상식	 집계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는	구분해서	관리한다	 216
	 	 실무 상식	 머리글은	반드시	한	줄로	입력한다	 218
	 	 실무 상식	 데이터	관리를	위한	핵심	규칙,	세로	방향	블록	쌓기	 220
	 	 실무 활용	 여러	시트를	동시에	편집하기	 223

 LESSON 02 나만의 목록을 만들어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하기 225

	 	 엑셀 기초	 오름차순/내림차순	정렬	방법과	한계	파악하기	 225
	 	 실무 활용	 데이터에서	고유	값	찾고,	사용자	지정	목록	등록하기	 228

 LESSON 03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확인하는 자동 필터 232

	 	 엑셀 기초	 자동	필터로	기본	기능	사용하기	 232
	 	 실무 활용	 자동	필터에서	조건	지정하여	필터링하기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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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남다른 
실무자의 엑셀 활용

엑셀은 전 세계 수많은 직장인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업무 프로그램입니다. 

회사가 전쟁터라면 엑셀은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죠.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명대사 중 하나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회사에서 여러분은 엑셀이라는 무기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나요? 

이 책을 시작하는 여러분이라면 준비 단계부터 남다르게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실무 엑셀을 익혀 보세요.

0 1

※ 엑셀이 처음이라면

엑셀을	처음	실행해	본다면	다음	동영상	강의부터	시청하시길	추천합니다.

https://youtu.be/M0sOvOebZ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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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기초 셀 왼쪽 위에 초록색 삼각형이 표시되는 이유

엑셀 작업 중에 셀에 오류 값이 반환되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

록색 삼각형이 표시된다면 셀에 입력된 값이나 수식이 엑셀의 기본 규칙에 어긋난 상황이라

는 정도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엑셀에 기본으로 적용되는 오류 검사 규칙은 총 10가지이며, 

그 중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 4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XNIwmgYlGVk

오류 값이 반환되는 셀의 문제는 명확하지만 초록색 삼각형이 표시될 때는 여러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 수식이 오류를 반환할 때

 ● 수식에 사용된 영역에 누락된 셀이 있을 때

 ● 앞에 아포스트로피(‘)가 있거나 문자 형식으로 입력된 숫자일 때

 ● 인접한 셀과 일관되지 않는 형태의 수식이 입력됐을 때

위 4가지 오류 중에서도 특히 ‘문자 형식의 숫자’로 인한 오류는 나머지 상황과 다르게 오류 내용을 인지하

기 어렵습니다. 특히 외부 프로그램에서 엑셀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때는 문자 형식의 숫자로 인한 

오류가 매우 잦으므로 실무자라면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처럼 보이는 

문자 해결 방법은 051쪽 을 참고하세요.

엑셀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류와 해결 방법 총정리04

오류가 발생하면 ######이나 #DIV/0! 등이 반환되거

나 초록색 삼각형이 표시됩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기능이나 함수는 대부분 정해져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는 주

요 상황과 원인을 미리 파악해 두면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01-003.xlsx, 01-004.xlsx, 01-00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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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검사 옵션 아이콘 활용 문자 형식의 숫자로 인한 오류가 아니라면 초록색 삼각형 모양의 오류 표시

가 있는 셀을 선택한 후 왼쪽에 표시되는 [오류 검사 옵션]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유를 파악하고, 해결 방법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1-003.xlsx 예제 파일의 [카메라 재고 관리 대장 1월] 시트에서 1  총 재고 금액

이 입력된 [D19]셀을 선택한 후 2  [오류 옵션 검사] 아이콘을 클릭해 봅니다. 팝업 창 가장 위에 ‘수식에서 

인접한 셀 생략’이라고 오류의 원인이 표시됩니다.

재고 금액이 입력된 표(B4:H17)에서 금액의 합계를 계산하기 위해 [D19]셀에 =SUM(H5:H16)을 입력했

으나 표의 범위는 17행까지이므로 엑셀에서 이를 오류로 인식한 것입니다. 팝업 창에서 3  [수식 업데이트

하여 셀 포함]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수식이 =SUM(H5:H17)로 변경되면서 오류가 해결됩니다.

[오류 옵션 검사] 아이콘을 이용하면 오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류 검사 옵션] 아이콘은 개별 셀이 아닌 범위를 선택한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트 내에 발생

한 오류가 모두 다르다면 셀별로 오류를 해결해야 하지만, 일정 범위에서 발생한 오류가 모두 같은 이유라

면 다음과 같이 범위를 선택한 후 [오류 검사 옵션] 아이콘을 클릭하여 한방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범위

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오류가 발생한 셀부터 선택해야 합니다.

1

2

3

해결	방법

오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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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지정할 때는 오류가 발생한 셀부터 선택합니다.

초록색 삼각형 표시 강제 제거하기

이미	오류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다면	오류	검사	기능을	비활성화하여	더는	초록색	삼각형이	표시되지	않도록	설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류	검사를	비활성화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도	파악하기	어려워지므로	권장하지는	않습

니다.

오류	검사를	비활성화하려면	 1 	[파일]	탭에서	[옵션]을	클릭하여	‘Excel	옵션’	대화상자를	엽니다.	 2 	[수식]을	선택한	후		

3 	‘오류	검사’	영역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면서	오류	검사]	옵션을	체크 해제하여	비활성화하고,	 4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

다.	이후로는	셀에	오류가	발생해도	초록색	삼각형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2

3

2

1

3

4

범위	선택1



49LESSON 04  엑셀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류와 해결 방법 총정리 

엑셀 기초 엑셀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류 값 정리

오류 값 발생 원인 및 해결 방법

#########
원인:	셀에	입력된	값이	숫자이며,	열	너비가	좁아	모든	값을	표시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해결:	열	너비를	넓이면	해결됩니다.

1E+11

원인:	천억	이상의	숫자를	입력하면	서식이	지수	형태로	변경됩니다.

해결: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여	입력합니다.	참고로	엑셀에서	숫자는	최대	15자리(백조	단위)까

지만	표시되며,	그	이상을	입력하면	15자리	이후	숫자는	0으로	내림합니다.

셀	서식을	이용하여	지수	형식의	숫자	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동영상	강의를	참고하세요.

https://youtu.be/9a65seOjqDc

#NAME?
원인:	함수	이름이나	셀	주소(또는	이름	정의	범위)가	정확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해결:	함수	이름이나	셀	주소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여	수정합니다.

#N/A

원인:	참조	함수(VLOOKUP,	HLOOKUP	등)	사용	시	찾는	값이	찾을	범위에	없을	때	발생합니다.

해결:	찾는	값이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찾는	값과	찾을	범위에	있는	값의	형식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수정합니다(숫자	1과	문자	1은	다르게	인식됩니다).

#VALUE!

원인:	적절하지	않은	값이	함수에	사용될	때	발생하며,	=1+사과처럼	숫자와	문자가	혼용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해결:	계산을	위해	함수에	사용된	값에	문자가	혼용되어	있는지	확인	후	수정합니다.

#REF!

원인:	함수에	참조된	셀이나	범위가	삭제되었거나	잘라내기로	이동되어	참조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해결:	#REF	오류는	이전	단계로	돌아가기	하는	것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범위

를	삭제하거나	잘라서	붙여넣기할	때는	항상	주의하여	작업합니다.

#DIV/0
원인:	숫자를	0	또는	빈	셀로	나눌	때	발생합니다.

해결:	0이나	빈	셀로	나누지	않도록	수식을	수정합니다.

#NUM!

원인:	엑셀에서	다루기에	너무	큰	값을	입력했거나	함수	인수로	올바르지	않은	숫자를	입력할	때	발

생합니다.

해결:	입력된	값이	너무	큰	값은	아닌지,	인수는	올바른지	확인	후	수정합니다.

#NULL

원인:	두	범위의	교차	범위를	참조하는	공백	연산자	사용	시	교차	범위가	존재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

다(예:	=A1:A3	B1:B3).

해결:	주로	연속된	범위를	지정하면서	연산자인	콜론(:)을	누락하고	공백을	입력해서	발생합니다.	연

산자를	확인하여	맞다면	지정한	범위에	교차하는	셀이	있는지	확인	후	수정합니다.

#SPILL!

(엑셀 2021, M365 버전)

원인:	엑셀	2021과	M365	버전에서	제공하는	동적	배열	함수를	사용할	때	동적으로	반환되는	분산	

범위에	다른	값이	입력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해결:	분산	범위에	입력된	기존	값을	삭제합니다.

#CALC!

(엑셀 2021, M365 버전)

원인:	함수에	사용된	배열이	이중으로	묶여	있거나	비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해결:	함수에	사용된	인수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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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활용 오류 값을 다른 값으로 대체하여 표시하기

엑셀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VALUE!나 #N/A 오류 값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정할 계획이라면 문제없지만, 작성한 보고서를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할 예정이라면 누가 사용해도 오류 

값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IFERROR 함수를 사용하면 수식의 결과로 오류 값이 반환될 때 

오류 대신 다른 값(대체 값)이 출력됩니다.  IFERROR 함수 사용 방법은 351쪽 에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01-004.xlsx 예제 파일을 실행해 보세요. ‘지역별 조회’ 표에서 [지역] 필드에 원하는 지역명을 입력하

면 인구와 인구밀도가 검색되도록 VLOOKUP 함수를 사용한 수식 =VLOOKUP( $F8, $B$6:$D$22, 

COLUMNS($F$5:G7), 0 )이 입력되어 있으며, [F8]셀에 충청도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조할 범위

(B6:D22)의 [지역] 필드에는 ‘충청도’라는 값이 없으므로 #N/A 오류가 반환된 상황입니다.

 VLOOKUP 함수 사용 방법은 351쪽 에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참조할 범위에 ‘충청도’라는 명칭이 없어 #N/A 오류가 반환되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결과로 오류 값이 반환될 때 공백(“”)만 표시하려면 IFERROR 함수로 묶고, 대체할 값을 공

백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G8]셀에 입력된 수식을 IFERROR 함수로 묶어서 다음과 같이 변경해 보세요. 

오류 값 대신 공백이 표시됩니다.

=IFERROR( VLOOKUP( $F8, $B$6:$D$22, COLUMNS($F$5:G7), 0), "" )

IFERROR	함수는	=IFERROR(수식, 대체 값)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대체	값’	인수로	공백을	지정하면	향후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백	대신	“-”	또는	“값이 없음”을	지정하여	오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엑셀 활용

직장인에게 주어지는 공식 업무 시간은 하루 9시간입니다. 

여기서 점심 시간, 전화 업무, 이메일 처리, 화장실 가는 시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업무 시간은 7시간 남짓일 겁니다. 

‘오빠두엑셀’ 채널 구독자 대상 설문에 따르면 

직장인의 32%는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엑셀을 사용하고, 

절반 이상은 3시간 이상 엑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엑셀 작업 시간을 10%만 단축할 수 있다면 하루 평균 30분을 절약할 수 있고,  

30일로 환산하면 무려 11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엑셀 작업을 크게 단축하여 결과적으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알짜 기능들을 소개합니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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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상식 표(서식)와 데이터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앞으로 알아볼 다양한 함수와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표(서식)와 데이터의 차이’를 반드시 알

아야 합니다. 장담하건대 표와 데이터의 차이만 확실하게 이해해도 여러분의 업무량을 90% 이상 단축시킬 

수 있으며, 복잡한 함수 공식을 간단한 함수와 기능만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표와 데이터는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다음과 같이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물류센터의 직원별 

할당량을 표 형식(왼쪽)과 데이터 형식(오른쪽)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왼쪽 표 형식에 익숙할 

것입니다.

동일한 자료로 정리한 표(왼쪽)와 데이터(오른쪽)

보기 좋은 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위한 필수 상식0 1

엑셀을 간단한 계산 도구로 사용할지, 만능 문서 작성 도구로 사용할지는 사용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갈립니

다. 실무에 꼭 필요한 핵심 도구로써 엑셀을 사용하려면 가장 먼저 표와 데이터의 차이를 알고, 숫자와 문자 데

이터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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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사람이 보기에 편리하도록 시각화된 서식’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면 흔히 차트나 그래프

를 떠올리지만, 표 또한 시각화된 데이터의 한 종류이며, 대부분의 사용자는 보기에 더욱 편리하다는 이유

로 데이터를 데이터 형식이 아닌 표 형식으로 관리합니다.

표는 시각화된 데이터의 한 종류입니다.

그렇다면, 표와 데이터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표 형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

제가 발생할까요?

데이터를 정렬하거나 특정 값을 찾아야 할 때 표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하면 값을 정렬하거나 최댓값 또

는 최솟값을 찾아야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 표에서 가장 큰 할당량 혹은 두 번째, 세 번

째로 높은 할당량을 찾는다면 대부분 MAX 함수나 LARGE 함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함수를 사용

하기 위해 별도의 셀에 수식을 입력해야 되므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과 같이 올바른 데이

터 형태로 관리했다면 정렬 기능으로 손쉽게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G4: I19] 범위를 선택한 후 [데이터] 탭-[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필터]나 [정렬] 기능을 사용하면 특정 값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함수로	찾은	순위

데이터	정렬	후	순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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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데이터가 누적될 때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해서 누적되는 상황이라면 표 형식으로 관리할 때 여러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월부터 직원 한 명이 그만두었고, 4월부터 새로운 데이터가 쌓인다면 

아래처럼 표에 빈칸이 발생할 것이고, 가로 방향으로 계속해서 넓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누적되면 

결국 복잡한 수식을 써야 하거나 한눈에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업무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데이터를 가로 방향으로 누적해서 입력한다면 점차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새로운 구분자를 추가할 때 사례의 표에서는 ‘직원’과 ‘월’로만 구분

하여 정리하였으나, 만약 ‘아파트, 주택’이라는 구분자를 추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으로 구분해야 할까요? 아니면 열로 구분해야 할

까요? 이렇게 구분자의 추가 위치에 따라 표의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표 형식으로 관리한다면 새로운 구분자가 추가될 때마다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변경해야 합니다.

직원	변동에	따라	발생한	빈칸

전반적인	레이아웃	수정



보고서가 달라지는 
서식 활용법

엑셀로 하는 데이터 시각화는 표와 차트,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함수나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잘 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공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것 역시 실무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역량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셀 서식만 잘 활용해도 보다 간결하면서 한 눈에 이해하기 쉬운 

깔끔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03



112 CHAPTER 03  보고서가 달라지는 서식 활용법

엑셀 기초 셀 서식 대화상자 살펴보기

셀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셀 서식]을 선택하거나 단축키 Ctrl + 1 을 누르면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탭으로 구성된 ‘셀 서식’ 대화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후 [셀 서식]을 선택하거나 단축키 Ctrl + 1 을 눌러 ‘셀 서식’ 대화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셀	서식’	대화상자에	있는	대부분의	옵션은	[홈]	탭의	[글꼴]과	[맞춤]	그룹에서도	대부분	설정할	수	있습니

다.	셀	서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동영상	강의를	참고하세요.

https://youtu.be/LL6tWS0f0k4

반드시 숙지해야 할  
셀 서식 기초0 1

셀 서식이란 ‘셀 안에 입력된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셀 서식을 확인하거나 

변경하고 싶다면 ‘셀 서식’ 대화상자를 실행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셀 서식의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는 사용자 지

정 서식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03-001.xlsx



119LESSON 02  실무자를 위한 셀 표시 형식 대표 예제 

책에서	소개하는	사례	이외에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15가지	이상의	사용자	지정	서식은	오빠두엑셀	홈페

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oppadu.com/사용자-지정-서식-엑셀-셀-서식

실무 활용 0 지우거나 하이픈(-)으로 표시하기

 ● #,##0;-#,##0;;@ 0을 지우는 서식

 ● #,##0;-#,##0;-;@ 0 대신 하이픈을 표시하는 서식

03-002.xlsx 예제 파일을 실행한 후 [0지우기] 시트를 보면 회사 임직원의 본관 출입 횟수가 정리되어 있

습니다. 이처럼 횟수나 금액을 표시하는 가계부, 회계 관련 보고서 등에서 0은 불필요한 데이터이므로 빈칸 

또는 하이픈(-)으로 표시하면 더욱 깔끔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01 03-002.xlsx 예제 파일의 1  [0지우

기] 시트에서 2  [C5:G17] 범위를 선택한 

후 3  단축키 Ctrl + 1 을 눌러 ‘셀 서식’ 대

화상자를 엽니다.

실무자를 위한  
셀 표시 형식 대표 예제02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활용하면 지정한 셀에 입력된 값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의 대표 사례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03-002.xlsx

1

드래그2

Ctrl + 13



146 CHAPTER 03  보고서가 달라지는 서식 활용법

엑셀 기초 조건부 서식을 이용한 간단한 데이터 시각화

실무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는 대부분 텍스트, 표, 차트로 구성되며, 이 요소 중 엑셀로 가공한 데이터를 이메

일이나 서면으로 보고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 잘하는 실무자라면 표 형식

의 보고서를 완성한 후 조건부 서식을 활용한 시각화까지 추가할 것입니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한 시각화 방법은 3가지로,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이 있습니다. [홈] 탭-[스타

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한 후 다음 3가지를 각각 선택해 보세요.

데이터 이해를 돕는  
시각화 요소 추가하기04

비즈니스에서 모든 성과는 ‘숫자’로 평가되며, 그 숫자

는 값의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각화 작업을 필수로 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시각화는 표와 함께 차

트를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별도로 차트를 만들 수준의 데이터가 아니거나 보고서의 공간이 부족

하다면 셀 안에 차트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3-005.xlsx, 03-006.xlsx. 03-007.xlsx



완성한 엑셀 보고서 
공유 및 출력하기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 그 좋음이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무에서도 항상 끝 맺음이 있어야 하며, 

모든 업무는 그 과정보다 결과로 평가를 받습니다.  

애써 잘 만든 보고서임에도 보안 문제나 작은 실수로 성과가 퇴색되어서는 안 되겠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완성한 결과를 파일로 공유하거나 

종이에 인쇄하는 데 필요한 실무 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04



174 CHAPTER 04  완성한 엑셀 보고서 공유 및 출력하기

실무 활용 파일 크기 확인 및 바이너리 파일로 저장하기

배포용으로 파일 크기를 줄이기 전에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복사본 파일을 미리 준비해 놓은 뒤 진행합

니다. 복사본이 준비되었다면 파일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속성]을 

선택하여 ‘속성’ 대화상자에서 파일 크기를 확인해 봅니다.

04-007.xlsx 예제 파일의 ‘속성’ 대화상자에서 크기를 확인했더니  

24.8MB로 표시됩니다.

엑셀 파일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 3가지04

실무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이메일 서비스는 

일반 첨부 파일 크기를 25MB로 제한하고, 대용량 첨부는 다운로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엑셀 파일은 25MB 이하로 작성되지만, 간헐적으로 25MB를 넘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효

과적으로 파일 크기를 줄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04-007.xlsx, 04-007-1.xlsb, 04-007-2.xlsb

파일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속성]을 선택하면 파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크기를 줄이는 가장 쉬우면서 효과적인 방법은 파일 형식을 바이너리 형태(.xlsb)로 저장하는 것입니

다. 04-007.xlsx 예제 파일을 실행한 후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하기 위해 1  [파일] 탭에서 [다른 이름으

로 저장]을 클릭한 후 2  파일 형식을 Excel 바이너리 통합 문서(*.xlsb)로 설정한 후 3  [저장] 버튼을 클릭합

니다.

1

2

3



179LESSON 05  엑셀은 보안 측면에서 완벽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실무 활용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입력할 데이터 제한하기

엑셀로 작성한 서식을 사용할 때면 ‘오탈자’나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 형식’으로 오류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

러므로 지정한 범위에 선택된 값만 입력하거나 숫자 또는 날짜만 입력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유효성 기능을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예제 파일을 실행한 후 거래 가능한 목록을 지정하고, [수량] 필드에는 숫자만 입력

할 수 있도록 제한해 보겠습니다.

01 입력 가능 목록 지정 04-008.xlsx 

예제 파일의 [발주서] 시트에서 [B6:B8] 범

위에 각각 진라면, 오라면, 전라면을 입력해 봅

니다. ‘전라면’의 단가에 사용할 수 없는 값이 

있을 때 발상해는 #N/A 오류가 반환됩니다.

엑셀은 보안 측면에서  
완벽한 프로그램이 아니다05

프로그래밍을 전공하거나 데이터, 서버를 다루는 전문

가 중 일부는 데이터 관리 최악의 프로그램으로 엑셀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보안에 매우 취약하

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는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엑셀 파일을 최대한 안전하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04-008.xlsx, 04-009.xlsb, 04-010.xlsb

각	제품의	단가는	VLOOKUP	함수를	사

용하여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VLOOKUP 함수의 사용법은 351쪽 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194 CHAPTER 04  완성한 엑셀 보고서 공유 및 출력하기

엑셀 기초 인쇄 영역 설정하기

04-011.xlsx 예제 파일을 실행한 후 [견적서] 시트를 선택하고, [파일] 탭에서 [인쇄]를 클릭하거나 단축키 

Ctrl + P 를 눌러 인쇄 화면을 열어 보세요. 인쇄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미리 보기를 보면 2가지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쇄 용지보다 인쇄 영역이 넓어 오른쪽 부분이 잘린다는 점, 두 번째는 견

적서 밑으로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으며, 인쇄 영

역 설정 단축키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매우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엑셀의 인쇄 화면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쇄 설정 기본 사항06

워드나 파워포인트는 정해진 규격이나 용지 위에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엑셀은 넓은 

시트 위에서 자유롭게 표나 차트를 추가하기 때문에 특정 용지 크기에 맞춰서 인쇄하려면 몇 가지 인쇄 설정이 

필요한데요,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설정 4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04-011.xlsx

불필요한	내용

잘린	부분

Ctrl + P



데이터 정리부터 
데이터 필터링까지

직장인에게 엑셀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관리 기능에 대해 묻는다면 

대부분 ‘함수’나 ‘피벗 테이블’을 이야기합니다. 

함수나 피벗 테이블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에 데이터 정리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정렬 및 필터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05



214 CHAPTER 05  데이터 정리부터 데이터 필터링까지

줄 바꿈, 빈 셀은 사용하지 않는다

05-001.xlsx 예제 파일에서 [매일상사직원목록] 시트의 [B5:E10] 범위를 보면 직원 이름과 직급, 입사일

이 줄 바꿈으로 한 셀에 입력되어 있으며, 일부 빈 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줄 바꿈으로 발생하는 문제 위와 같은 표에서 전 직원의 평균 근속 연수를 구하려면 각 직원의 근속 연수

를 계산해야 하는데, 텍스트와 날짜가 한 셀에 줄 바꿈으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인 수식 계산 시 오류

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 연수를 따로 추출한 후 계산해야 하는데, 이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상당한 작업

량을 요구합니다.

엑셀 데이터 관리의  
기본 규칙0 1

엑셀 데이터 관리 중에 발생하는 문제 대부분은 복잡한 함수나 피벗 

테이블이 아닌 잘못 입력된 데이터 구조 즉, 잘못된 데이터 관리로 인해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데이터 관리를 위한 규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05-001.xlsx, 05-002.xlsx



데이터 자동화 및 
분석을 위한 

표 & 피벗 테이블

엑셀 2003에서 제공되던 최대 행은 65,536개였으나, 지금은 1,048,576개로 16배나 증가했습니다. 

얼핏 충분해 보이지만 이 조차도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실무에서 다루는 데이터 양은 많아졌습니다. 

데이터 관리 및 분석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엑셀에 포함된 파워 쿼리와 파워 피벗, 피벗 테이블 등 

다양한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도구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먼저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를 표 형태로 변경해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엑셀의 표 기능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데이터 분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현황 파악을 위한 피벗 테이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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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표로 변경하고 이름 지정하기

06-001.xlsx 예제 파일을 실행하면 업체의 일별 사용자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실습을 진행하면서 

범위와 표의 차이 및 표 기능의 기본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01 06-001.xlsx 예제 파일에서 [D4]셀

에는 =SUM(D7:D14)가 입력되어 현재 데

이터의 사용자수 합계를 계산하고 있습니

다. 1  이 상태에서 기존 범위 맨 아래쪽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고 2  [D4]셀의 변

화를 확인해 봅니다. 추가한 데이터가 반영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위가 자동으로 확장되는  
엑셀 표 기능0 1

일반적인 방법으로 셀을 참조하여 수식을 작성한 상태에서 범위를 참

조하고, 이후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한다면 참조 범위를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표 기능을 사용하면 새로

운 데이터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범위가 확장되므로 다양한 자동화 서식을 만드는 데 편리해집니다.

 06-001.xlsx, 06-002.xlsx

02 [D4]셀의 값 변화는 없지만 셀 왼쪽 

위에 오류를 알리는 초록색 삼각형이 표시됩

니다. 1  [D4]셀에서 [오류] 버튼을 클릭한 

후 2  팝업 창에서 오류 내용을 확인하고, [수

식 업데이트하여 셀 포함]을 선택하면 새로 

추가된 데이터가 수식에 반영됩니다.

복잡하게	입력된	범위에서는	오류	검사	기

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추가한	데이터를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1

2

변화	확인2

새로운	데이터	추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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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벗 테이블 생성 및 데이터 정리에 따른 문제점 알기

피벗 테이블은 생각보다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범위를 선택한 후 [삽입] 탭에서 [피벗 테이블] 아

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만들 수 있지만, 그 전에 데이터를 올바른 형태로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

다. 올바른 데이터 정리 규칙은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으나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데이터가 세로 방향 블록 쌓기 규칙을 지키고 있는가?

 ● 머리글은 한 행으로 입력되어 있는가?

 ● 원본 데이터에 병합된 셀은 없는가?

 ● 원본 데이터에 합계나 평균 등 집계된 값은 없는가?

06-003.xlsx 예제 파일을 실행한 후 [잘못된데이터] 시트를 보면 세로 방향 블록 쌓기 규칙을 지키지 않은 

데이터가 있고, [올바른데이터] 시트를 보면 세로 방향 블록 쌓기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각 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면서 피벗 테이블의 기본 사용 방법과 데이터 정리 규칙을 지키지 않

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하는 형태로 재정렬한  
피벗 테이블 만들기02

피벗 테이블(Pivot Table)에서 피벗(Pivot)이라는  

단어는 ‘돌리다, 정렬하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즉, 피벗 테이블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재정렬한 보고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벗 테이블은 동적인 데이터 분석의 핵심, 다시 말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의 전반

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엑셀의 핵심 기능입니다.

 06-003.xlsx, 06-004.xlsx, 06-00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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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벗 테이블의 최강 콤비, 슬라이서 추가하기

피벗 테이블에서 필터를 빈번하게 활용하거나 적용할 조건이 많다면 일반 필터 기능으로는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슬라이서입니다. 예제 파일을 실행한 후 [피벗테이블] 시트에 있는 

피벗 테이블 옆에 슬라이서를 추가하여 다양한 조건에 따른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01 06-012.xlsx 예제 파일의 [피벗테이블] 시트에 슬라이서를 추가하기 위해 1  피벗 테이블 내 임의

의 값을 선택한 후 2  [피벗 테이블 분석] 탭-[필터] 그룹에서 [슬라이서 삽입]을 클릭합니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위한  
슬라이서, 시간 표시 막대06

슬라이서와 시간 표시 막대는 표나 피벗 테이블 보고

서에 사용된 항목들을 보기 좋은 형태로 출력하고, 사용자가 클릭한 항목으로 실시간 필터링해 주는 도구입니

다. 특히 슬라이서는 엑셀로 실시간 보고서나 대시보드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기능으로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

는 것이 좋습니다.

 06-012.xlsx, 06-013.xlsx, 06-014.xlsx

엑셀	2013	이후	버전이라면	표
에서도	슬라이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임의의	셀을	선택한	후	[테이블	

디자인]	탭-[도구]	그룹에서	[슬라이서	

삽입]을	클릭합니다.

2

선택1



엑셀 활용의 10%를 채워 줄 
기본 & 필수 함수 익히기

분야마다 사용하는 함수의 종류나 개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예전과 달리 요즘은 대부분의 기업이 전사관리프로그램(ERP)을 도입하면서 

전반적인 업무 형태가 많이 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소개한 원본 데이터의 관리 규칙만 잘 지킨다면 

피벗 테이블만으로 실무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대부분의 계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계산이 필요할 경우 피벗 테이블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므로 필수 함수 몇 개는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함수와 엑셀 활용도를 높여 줄 

실무 보조 함수, 그리고 엑셀 2021과 M365 버전에 추가된 

신규 핵심 함수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07

책에서	다루지	못한	함수의	다양한	예제와	사용	시	주의	사항	등은	다음	오빠두엑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oppadu.com/엑셀-함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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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사용을 위한 기본기 다지기

엑셀에서는 반복적이고 복잡한 계산을 함수 기능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함수마다 사용 방법이 정

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함수 사용은 수식 작성의 일환이므로 등호(=)를 입력해서 시작하며 다음과 같이 함

수명과 함수에 따른 인수, 즉 함수 계산에 필요한 값을 입력해서 완성합니다.

= 함수명(인수1, 인수2, [인수3], …)

위 형식과 같이 인수는 괄호 안에 작성하며, 사용하는 인수의 개수와 종류는 함수마다 다릅니다. 또한, 함수

에 따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인수가 있고, 생략할 수 있는 선택 인수도 있습니다. 함수 설명 중 생략할 수 

있는 선택 인수는 대괄호를 써서 [인수명] 형태로 표시했습니다.

수식 입력 방식 이해하기

엑셀에서 수식을 입력할 때 입력/편집/참조 모드로 나눠지며, 각각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편집 모드로, 상태 표시줄 왼쪽 끝에 표시됩니다.

 ●  입력 모드: 빈 셀에서 등호(=)를 입력하면 입력 모드가 실행되며, 입력 모드에서 방향 키를 누르면 셀 참조

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 모드에서 편집 모드로 전환할 때는 F2 를 누릅니다.

 ●  편집 모드: 내용이 입력된 셀에서 더블 클릭하거나 F2 를 누르면 편집 모드가 실행되며, 편집 모드에서 방

향 키를 누르면 커서의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엑셀 기초 계산 함수와  
통계 함수 사용하기0 1

엑셀 필수 함수는 계산 함수, 통계 함수, 논리 함수, 참조 함수, 집계 

함수, 총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중 가장 기초 함수를 꼽으라면 계산 함수와 통계 함수를 이야기할 수 있

습니다.

 07-001.xlsx, 07-00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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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2021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공유	기능과	함수에	대한	요약	설명은	다음	동영상	강의를	참고하세요.

https://youtu.be/i5ktXGjCXrQ

동적 배열 함수, 분산 범위 이해하기

동적 배열 함수(Dynamic Array Formula)는 결과 값으로 배열이 반환되는 함수이며 2018년 9월, M365 

버전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새로운 형태의 함수입니다.

2020년 2월에는 XLOOKUP 함수가 공개되면서 더 많은 사용자가 동적 배열 함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VLOOKUP 함수처럼 흔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함수는 계산 결과로 하나의 값만 반환합니다. 물론 일부 

함수는 결과 값으로 ‘배열’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 값으로 배열이 반환되더라도 결과로 하나

의 값만 출력되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NDEX 함수와 MATCH 함수를 이

용하여 배열 수식을 작성했습니다. MS에서는 이러한 배열 수식을 CSE 배열 수식 또는 레거시 배열 수식

(Legacy Array Formula)이라고 합니다.

더욱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엑셀 2021, M365 신규 함수04

엑셀 2021 또는 M365 버전을 사용 

중이라면 최신 버전의 엑셀에서 제공되는 강력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적 배열 함수와 공

유 기능,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 타입, 파워 쿼리/파워BI 연동 등이 있습니다.

 07-014.xlsx, 07-015.xlsx, 07-016.xlsx, 07-017.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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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ET 동적 범위로 목록 상자 자동화하기

07-022.xlsx 예제 파일을 실행하면 학생별 성적표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F]열에 있는 과목을 참조

하는 목록 상자를 사용해서 과목을 입력할 예정입니다. 이때, 목록 참조 범위를 직접 지정하면 과목 변동에 

따라 매번 새롭게 범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록이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OFFSET 동적 범위 함수

를 활용합니다.

01 동적 범위 만들기 07-022.xlsx 예제 파일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목록 상자에 활용할 동적 범

위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수식] 탭-[정의된 이름] 그룹에서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거나 Ctrl + F3 을 

눌러 ‘이름 관리자’를 열고, 2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02 1  ‘새 이름’ 대화상자가 열리면 [이름] 입력란에 과목동적범위, 2  [참조 대상] 입력란에 =OFFSET('1

학년3반'!$F$5, , , COUNTA('1학년3반'!$F$5:$F$11) )을 입력한 후 3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 정

의 시 주의 사항은 033쪽 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동적	범위는	특별한	상황이	아

니라면	절대	참조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름	정의	시	참조	대상을	입력할	때	실

제	범위를	드래그해서	입력하면	절대	참

조로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후	데이터가	추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참조	대상을	[F11]셀	이후까지	넉넉하

게	지정해도	좋습니다.

2

2

1

3

Ctrl + F31



실무에서 필요한 
엑셀 데이터 시각화의 모든 것

엑셀 데이터 시각화는 크게 ‘표’와 ‘차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차트를 활용한 시각화 핵심 스킬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들만 잘 활용해도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각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08

책에서	다루지	못한	표	시각화	방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한	번쯤	참고하고	넘어가세요.

https://youtu.be/s2bPQ9GLq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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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요소는 색감만 기억하라

‘데이터 시각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는 아마도 디자인에 대한 걱정일 겁니다. 상당

수의 실무자는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예쁘게 꾸며야 한다!’는 생각에 디자인 실력에 대한 부담을 느낍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실무에서는 ‘색감’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위 두 차트는 분명히 같은 데이터, 같은 형식으로 작성했으나 ‘색감 차이’ 하나로 전혀 다른 느낌을 연출했습

니다. 물론 색감 이외에도 차트 관련 스킬을 활용해서 상대방을 사로잡는 시각화 차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

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전달하고자 하는(또는 상대방이 듣고자 하는) 주제만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관점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사례에서 왼쪽에 비해 단순한 도형으로 표현한 오른쪽이 더 좋은 시각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사용자 중 상위 3개 지역 사용자가 월등하게 많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

니다.

시각화 차트를 잘 만들기 위한 
3가지 규칙0 1

데이터 시각화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보통의 직장인에게 디자인적으로 화려하

고 멋진 시각화 자료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보고서 개념으로 이해하고, 색감과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지 

중점적으로 고민하면 충분합니다.



445LESSON 03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실무 차트 5가지 

시간의 흐름, 미래 데이터 예측은 꺾은선형 차트

08-002.xlsx 예제 파일을 실행한 후 [꺾은선] 시트를 보면 분기별 영업 실적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3개의 

영업팀 중 실적이 도드라지게 증가한 영업2팀의 4분기 예상 판매량을 강조하기 위해 꺾은선형 차트를 활용

해 보겠습니다.

01 꺾은선형 차트 삽입하기 08 -002.xlsx 예제 파일의 [꺾은선] 시트에서 1  데이터가 입력된 

[B5:F8] 범위를 선택하고 2  [삽입] 탭-[차트] 그룹에서 [추천 차트]를 클릭하여 ‘차트 삽입’ 대화상자를 엽

니다. 3  [추천 차트] 탭에서 [꺾은선형 차트]를 선택하고 4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	탭-[차트]	그룹에서	[꺾은선형	또는	영역형	차트	삽입] 	아이콘을	클릭한	후	[2차원	꺾은선형-꺾은선형]을	선택해
도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실무 차트 5가지03

실무에서는 꺾은선형 차트, 세로 막대형 차트, 가로 막대형 차트, 누적 세로 막대형 차

트, 원형 차트 5가지만 기억하면 95% 이상 대부분의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차트별 설명과 함께 자세

한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08-002.xlsx

3

4

[B5:F8]	선택1

[삽입]	탭-[차트]	그룹에서	[추천	차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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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차트 기능으로 누적 세로 막대형에 합계 레이블 표시하기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의 데이터 레이블은 각 항목에 대해서만 표시할 수 있어서 총 합계를 함께 표시하고 

싶다면 꺾은선형 차트를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매출 현황 데이터를 활용하여 누적 세로 막대형 & 꺾은선형 

혼합 차트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01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 삽입 08-003.xlsx 예제 파일에서 1  전체 데이터 범위인 [B4:I11]을 선택

한 후 2  [삽입] 탭-[차트] 그룹에서 [추천 차트]를 클릭하거나 [세로 또는 가로 막대형 차트 삽입] 을 

클릭하여 요일로 구분된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를 삽입합니다.

기본 차트를 응용한  
혼합 차트와 간트 차트 만들기04

5가지 실무 차트만 잘 활용해도 대부분의 데이터를 시

각화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응용하면 항목의 변화와 함께 합계를 표시하거나 단순한 시각화 기능이 

아닌 일정 관리에도 차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08-003.xlsx, 08-004.xlsx, 08-005.xlsx

2

[B4:I11]	선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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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PPENDIX 01 엑셀과 그림판으로 시각화 차트 완성도 높이기

APPENDIX 02 데이터 모델 기능으로 피벗 테이블에 텍스트 값 표시하기

APPENDIX 03 엑셀로 미래 데이터 예측하기, 시계열 데이터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