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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l 2013] 스타일이 적용된 표 작성하기 

워크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서식을 지정하고 함수를 사용할 경우에 글꼴 색, 채우기 색, 테두리 작성, 

테두리 색 등을 일일이 지정하지 않고 표로 변환하면 표 스타일로 서식을 간편하게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표로 

작성된 데이터는 정렬, 필터, 함수, 수식 작성 기능을 쉽고 빠르게 적용하여 작업이 편리하다. 

<1> 입력한 데이터 목록 내의 셀을 하나 선택하고 [삽입] 탭 - [표] 그룹 - [표]를 클릭한다. 

<2> 나타나는 [표 만들기] 대화상자에 데이터 목록의 범위가 자동으로 지정되면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3> 자동으로 스타일이 지정된 표가 작성되고 표의 첫 행인 머리글에는 [자동 필터] 단추가 표시되어 단추를 

클릭하면 정렬과 필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추가되는 [표 도구] – [디자인] 탭 – [표 스타일 옵션] - [요약 

행]에 체크하여 √가 표시되면 표의 아래 행에 함수를 적용할 수 있다. 

 

<4> [표 스타일] 그룹 – [빠른 스타일]를 클릭하면 다양한 종류의 서식이 지정된 표 스타일이 제공된다. 기본 

스타일은 [보통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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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 2013] 데이터 빠르게 채우기 

입력된 데이터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경우에 그 패턴을 사용하여 데이터가 입력된 옆의 열에 데이터를 분리하여 

입력할 수 있다. Excel 2013 버전이전까지는 함수를 사용하거나 텍스트 나누기 명령, 또는 VBA 를 사용하여 

해결하던 일을 입력하면서 바로 데이터 분리가 가능하다. 

<1> E 열에는 지역구와 동이 함께 입력된 주소가 있고, F 열에 주소 중에서 지역구만 분리하여 입력하려는 

경우에 F2 셀을 선택하고 E2 셀의 데이터에서 지역구인 ‘관악구’를 직접 입력한다.  

<2> F3 셀에 E3 셀의 지역구의 첫 글자인 ‘종’만 입력하면 F3 셀에는 E3 셀의 나머지 지역구명인 ‘로구’가 

표시되고 F4 셀부터 회색으로 나머지 셀의 지역구명이 표시될 때 <Enter>를 누르면 나머지 셀에 지역구가 모두 

입력된다. 

 

<3> D 열의 아이디에 같은 도메인을 추가하여 이메일 주소를 완성하려는 경우에도 빠른 채우기는 편리하다. 

G2 셀에 D2 셀의 아이디인 ‘cor791’을 입력하고 뒤에 ‘@Outlook.com’을 입력한다. 

<4> G3 셀에 D3 셀의 ‘s’를 입력하면 G3 셀에는 ‘ki@Outlook.com’, G4 셀부터 회색으로 나머지 셀의 이메일 

주소가 완성되어 표시된다. <Enter>키를 누르면 나머지 셀에 이메일 주소가 모두 입력된다. 

 

[참고] 

[홈] 탭 – [편집] 그룹 – [채우기] – [빠른 채우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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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 2013] 조건부 서식으로 빠른 데이터 분석하기 

셀에 입력된 데이터들의 추세나 구성을 일일이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분석하지 않고 조건부 서식을 활용하면 

범위나 특정 기준에 따라 다른 색으로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숫자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아이콘을 다르게 

지정하여 시각적으로 한눈에 데이터의 추세나 경향을 분석할 수 있다. 

<1>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데이터 목록을 범위 지정하고 [홈] 탭 – [스타일] 그룹 – [조건부 서식] – [색조] – 

[빨강-흰색-녹색 색조]를 선택하면 지정한 조건부 서식이 지정된다. 데이터의 값에 따라서 색이 지정되어 

표시되므로 셀의 색만 보고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2> 지정된 조건부 서식의 조건을 편집하기 위해서 [홈] 탭 – [스타일] 그룹 – [조건부 서식] – [규칙 관리]를 

선택한다.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대화상자가 나타나면 [규칙 편집] 단추를 클릭한다. 

<3> [서식 규칙 편집]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구체적인 조건부 서식의 설정을 편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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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 2013] 데이터에 적합한 차트 작성하기 

셀에 숫자로 입력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여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Excel 기능 중에 차트가 

있다. Excel 2013 에서는 입력한 데이터에 적합한 차트를 추천해주는 기능이 추가되어 사용자의 작성할 차트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다. 

<1> 차트를 작성할 데이터 목록을 범위 지정한다. 지정된 범위의 오른쪽 아래에 [빠른 분석] 단추가 표시된다. 

  

<2> [빠른 분석]를 클릭하면 빠른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표시되는데 그 중에 [차트]를 선택한다. 

  

<3> 표시되는 차트 종류에 마우스를 이동하면 데이터로 작성된 차트를 미리 보기로 표시하므로 그 중에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차트를 선택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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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 2013] 데이터에 적합한 피벗 테이블 추천받기 

Excel 에서 데이터 분석 기능 중에 정렬, 필터, 부분합 기능을 모두 합쳐서 사용할 수 있는 피벗 테이블은 새로운 

Excel 버전마다 놀라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다. Excel 2013 에서는 피벗 테이블의 레이아웃을 잘 구성하지 

못하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피벗 테이블을 늘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도 피벗 테이블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도록 

추천해준다. 

<1>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데이터 목록에서 셀 하나를 임의로 선택한다. 

<2> Ctrl+A 를 눌러 전체 데이터 목록을 선택하면 데이터 목록의 오른쪽 아래에 [빠른 분석] 단추가 나타난다. 

이때 Ctrl+A 를 사용하지 않고 드래그로 직접 데이터 목록 범위를 지정해도 된다. 

 

<3> [빠른 분석] 단추를 클릭하고 표시되는 항목에서 [표]를 클릭한다.  

<4> 표 항목에는 표와 다양한 레이아웃의 피벗 테이블이 제공되므로 마우스를 피벗 테이블 종류 위로 

이동하면서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피벗 테이블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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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 2013] 빠른 수식 작성하기 

Excel 함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SUM, AVERAGE 를 사용하는 수식이다. [홈] 탭 – [편집] 그룹 –[자동 

합계] 단추를 클릭해서 하던 작업을 Excel 2013 에서는 [빠른 단추]를 사용하여 수식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수식을 작성하는 방향도 행과 열을 지정하여 작성할 수 있어 편리하다. 

<1> 수식을 작성할 데이터 목록에서 셀 하나를 임의로 선택한다. 

<2> Ctrl+A 를 눌러 전체 데이터 목록을 선택하면 데이터 목록의 오른쪽 아래에 [빠른 분석] 단추가 나타난다.  

 

<3> [빠른 분석] 단추를 클릭하고 표시되는 항목에서 [합계]를 클릭한다.  

<4> 합계 항목에는 다양한 수식이 제공되는데 명령 단추의 이미지에서 수식이 작성되는 방향을 알 수 있으므로 

이미지와 적용되는 수식을 확인하기 위해 마우스를 명령 단추 종류 위로 이동하면서 작성하려는 수식에 적합한 

항목을 선택한다. 합계 항목이 많아서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화살표가 제공되므로 화살표를 클릭하여 더 많은 

항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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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 2013] 슬라이서로 데이터 필터하기 

Excel 에서 다루는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서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 필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 필터] 이외에 

슬라이서를 사용하면 데이터 필터를 시각적으로 보면서 대화형으로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다. 슬라이서는 

동시에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어 슬라이서 간에 서로 필터 적용이 가능하다. 

<1> 데이터 목록을 표나 피벗 테이블로 작성한 후에 [삽입] 탭 – [필터] 그룹 – [슬라이서]를 선택한다. 작성된 

표나 피벗 테이블에도 [슬라이서 삽입] 메뉴가 있다. 

<2> [슬라이서 삽입]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슬라이서를 표시하려는 항목에 체크(√) 표시한다. 다음 그림에서는 

‘제품명’과 ‘공급업체’를 선택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3> ‘제품명’과 ‘공급업체’ 슬라이서가 삽입되면 ‘제품명’ 슬라이서에서 Ctrl 키를 이용하여 ‘가공과일’, ‘국산차’, 

‘사과식초’를 선택하면 ‘공급업체’ 슬라이서에는 해당되는 공급업체만 진하게 표시되고 피벗 테이블도 필터 되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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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 2013] 시간 표시 막대로 날짜 데이터 다루기 

Excel 2013 에서 추가된 기능 중의 하나로 피벗 테이블를 구성하는 필드에 날짜 데이터가 있는 경우, 시간 표시 

막대를 사용하여 대화형으로 데이터를 필터 할 수 있다. 슬라이서처럼 데이터를 필터해주는 기능이지만 

날짜데이터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도, 월, 분기, 일로 분리하여 필터 할 수 있다. 

<1> 데이터 목록을 표나 피벗 테이블로 작성한 후에 [삽입] 탭 – [필터] 그룹 – [시간 표시 막대]를 선택한다. 

작성된 표나 피벗 테이블에도 [시간 표시 막대 삽입] 메뉴가 있다. 

<2> [시간 표시 막대]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 날짜 데이터 필드인 ‘수주일’이 표시된다. ‘수주일’에 체크(√) 

표시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3> 다시 [삽입] 탭 – [필터] 그룹 – [시간 표시 막대]를 선택해서 [시간 표시 막대 삽입]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수주일’에 체크(√) 표시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2 개의 [시간 표시 막대]를 표시한다. 

<4> ‘수주일’이라고 표시되는 첫 번째 시간 표시 막대에서는 오른쪽 목록 단추를 클릭해서 ‘년’을 선택하고 

표시되는 연도에서 ‘2012’를, 두 번째 시간 표시 막대에서는 ‘월’을 선택하고 Shift 키를 이용하여 ‘10 월’과 

‘11 월’을 선택하면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가 필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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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 2013] Power View로 대시보드 보고서 작성하기 

Office 2013 Professional Plus 에서는 Power View 명령을 사용하여 대화형 대시보드를 작성할 수 있다. Power 

View 는 워크시트와 다른 보고서용 시트가 삽입되는데 데이터 간의 관계를 드릴업과 드릴다운을 사용하여 표, 

차트, 지도 등을 작성할 수 있고 화면에 표시된 보고서 그대로 인쇄할 수 있다. 

<1> 데이터 목록의 셀을 하나 선택하고 [삽입] 탭 – [보고서] 그룹 - [Power View]를 선택한다. Power View 

보고서 시트가 삽입되면 [POWER VIEW] 탭과 [디자인] 탭이 표시된다. 

 

<2> 오른쪽의 Power View 필드 목록에서 표시하려는 필드를 선택하면 왼쪽 대시보드에 표가 작성되고, [디자인] 

탭 – [시각화 전환] 그룹의 항목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표시한다. 왼쪽 대시보드의 빈 공간을 

클릭하고 오른쪽 Power View 필드 목록에서 필드를 선택하면 그때마다 새로운 표가 대시보드에 작성되고 해당 

표를 차트나 지도 등으로 전환한다. 

<3> 도별로 표를 2 개 작성한 후에 오른쪽 표는 원형 차트로 전환하고, 영업팀별로 표를 아래위로 2 개 작성한 

후에 아래 표는 막대차트로 전환하고 막대차트에서 영업 1 팀을 클릭하면 대시보드의 모든 표와 차트에 필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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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 2013]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데이터 목록으로 입력하기 

데이터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수식 작성이나 데이터 분석이 정확하므로 입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 

Excel 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으로 데이터 입력의 정확성과 편리성을 

함께 제공한다. 

<1>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지정할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 탭 – [데이터 도구] 그룹 –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한다. 

<2> 나타나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대화상자의 [설정] 탭 - [제한 대상]에서 ‘목록’을 선택한다. [원본]의 

입력란에 ‘직능 1 부,직능 2 부,직능 3 부,직능 4 부’를 쉼표(,)를 사용하여 입력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3>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지정한 셀 중위 하나를 선택하면 목록 단추가 표시되고 단추를 클릭하면 지정한 

데이터 목록이 나타난다. 목록에 있는 데이터만 셀에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어 다른 데이터는 입력할 수 

없으므로 입력 오류를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