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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_함수
※ counta 함수마법사를 빠르게 불러오는 방법:
① 결과가 들어갈 셀을 클릭
② =counta( 를 입력
※ 함수이름을 입력하는 도중 셀 아래에 나오는
목록을 더블클릭하면 함수이름을 모두 입력하
지 않아도 됩니다.
③ 수식입력줄에서

아이콘 클릭

④

counta 대화상자가 나오면
value1란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
서

⑤개수를 세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
는 범위를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⑥ [확인] 단추를 클릭.
함수 마법사 대화상자 내에서 다른 함수마법사 대화상자 불러오기
예) 기획력이 ‘A’이고,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면 “○”를 표시하시오.
1. 답을 입력할 셀(J44) 클릭 ➱ =IF( 입력(또는 입력과정에서 나오는 목록 중 IF를 더블
클릭) ➱ 수식입력줄

아이콘 클릭

2.① IF함수 대화상자가 나오면 Logical_test
란에 and( 를 입력 후
② 수식입력줄에서 and 부분을 클릭
③ AND함수 대화상자가 나오면 Logical1란
에 F44="A" 입력
④ Logical2란에 G44>=80 입력
3. ①수식입력줄에서 IF 부분을 클릭
② [IF] 대화상자에서 Value_if_true란
에 ‘ㅁ’을 입력하고 한자키를 누름
③ 특수문자 목록 중 ‘○’을 클릭
④ Value_if_false란에 “” 입력
⑤ [확인]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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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if, sumif 함수 인수 중 조건(criteria)에 사용되는 *, ? 의미
1. * : 문자개수에 상관없이 아무 문자들을 대신
예: ‘A*’:A로 시작하는 데이터, ‘*A’:A로 끝나는 데이터, ‘*A*’:A를 포함하는 데이터
2. ? : 문자 하나를 대신
예: ‘??A*’:세번째 문자가 A인 데이터
※ datedif(시작일, 종료일, 옵션) : 날짜 계산을 위한 함수(엑셀 공식함수가 아니라 시험에는 나
오지 않지만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옵셥 : “y”(연도수), “m”(월수), “d”(일수), “ym”(연을 제외한 월수), “md”(연, 월을 제외한 일 수)
예) B90셀에 생일을 입력하고 나이를 구할 때 : =DATEDIF(B90,TODAY(),“Y”)
나이에 개월수까지 표시하고자 할 때:=DATEDIF(B90,TODAY(),"Y")&"살"&DATEDIF(B90,TODAY(),"YM")&"개월“
※ % 입력 방법
방법1 : 숫자 입력시 %도 같이 입력, 예:25%
방법2 : %가 들어갈 부분을 블록 후 [홈]탭-[표시형식]그룹-[%](백분율 스타일) 선택 후 숫자만 입력
※ 소수 입력 ： 소수점도 같이 입력해야함． 예）123.4
※ 표시 형식 기호
# : 이 기호로 지정한 자리에 숫자가 있으면 표시, 없으면 공백
0 : 이 기호로 지정한 자리에 숫자가 있으면 표시, 없으면 0을 표시.
@ : 문자데이터를 의미
서식
######
000000
#,###
#,##0
@“님”

입력 데이터
000123
123
000123
123
123456
0
123456
0
홍길동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
123
123
000123
000123
123,456
123,456
0
홍길동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