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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2016 시작하기엑셀 2016 시작하기01

✖ 이번 장에서는 

엑셀 2016의 시작과 화면구성, 데이터 입력 및 수정과 특수문자, 한자 입력 방법 그리고 작업한 내용을 저

장하고 불러오는 방법과 엑셀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 엑셀 2016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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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2016 시작과 화면구성01

[시작 ]-[Excel 2016]을 클릭합니다.01

바탕 화면에 바로 가기 아이콘 만들어 실행하기

‘Excel 2016’에서 마우스 왼쪽 단추를 누른채 바탕 화면으로 드래그합니다.

TIP

1  클릭

2  클릭

엑셀 2016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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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2016의 화면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02

❶ [파일] 탭 : 파일 열기, 저장, 공유, 인쇄 또는 보내기와 같은 파일에 대한 모든 작업을 한 곳에서 수행

할 수 있는 위치를 제공합니다.

❷ 빠른 실행 도구 모음 : 가장 자주 사용하는 명령을 표시하며 사용자가 지정 가능한 도구 모음입니다.

❸ 제목 표시줄 : 현재 작업 중인 문서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❹ 상황별 탭 : 모든 기능들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탭 형식으로 표시하며, 표 또는 이미지 서식 지정과 

같이 수행 중인 작업에 적합한 경우에만 리본 메뉴에 표시됩니다.

❺ 리본 메뉴 :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빨리 찾기 위해 디자인 되었으며, 명령은 탭 아래에 

논리적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❻ 이름 상자 : 현재 셀 포인터가 위치한 셀 주소를 표시합니다.

❼ 수식 입력줄 : 현재 셀에 입력된 내용이 표시되며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❽ 열 머리글 : A~XFD열까지 16,384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❾ 행 머리글 : 1~1,048,576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❿ 셀 : 행과 열이 만나 구성되는 작은 사각형을 말합니다.

 워크시트 : 실제 문서를 입력하고 편집할 수 있는 작업 공간입니다.

 시트 탭 : 현재 작업 중인 시트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화면 보기 전환 단추 : 기본/페이지 레이아웃/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화면 전환을 쉽게 할 수 있

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화면 배율 조절 바 : 워크시트 화면을 확대 및 축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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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입력하기02

[B2] 셀을 클릭한 후 ‘신규회원 명단’을 입력하고  키를 누릅니다.01

[B4] 셀을 클릭한 후, ‘성명’을 입력하고  방향키를 누릅니다.02

데이터 입력 후 이동하기

엑셀에서 셀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  키 또는 방향키( , , , )를 눌러주면 데이터 

입력과 동시에 셀 포인터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B4] 셀에 데이터 입력 후  키 또는  방향
키를 누른 경우

▲ [B4] 셀에 데이터 입력 후  방향키를 누른 경우

▲ [B4] 셀에 데이터 입력 후  방향키를 누른 경우

▲ [B4] 셀에 데이터 입력 후  방향키를 누른 경우

TIP





2   방향키

1  클릭

2  입력 후  키

1  클릭 후, ‘성명’ 입력

엑셀 201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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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식으로 [C4] 셀에 ‘성별’, [D4] 셀에 ‘국적’, [E4] 셀에 ‘생년월일’, [F4] 셀에 ‘나이’를 

각각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

03

[B5] 셀을 클릭한 후, ‘김화룡’을 입력한 다음 [C5] 셀에 ‘남’, [D5] 셀에 ‘한국’, [E5] 셀에 ‘1980-

05-01’, [F5] 셀에 ‘34’를 입력하고  키를 누릅니다.

04

2  입력 후  키1  입력 후  키

3  입력 후  키

4  입력 후  키

1  각 셀에 입력 후  키

2  입력 후  키

이어서, [B6:F7] 영역에 다음과 같이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05

입력

8 • 엑셀 2016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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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정 및 특수문자와 한자 입력하기03

C열에 입력된 ‘성별’에 특수문자를 추가하고, D열에 입력된 ‘국적’에 한자를 추가하여 데이터를 

수정해 봅니다.

01

이어서,  키를 눌러 특수문자 목록이 표시되면 보기 변경( ) 단추를 클릭하여 한글 자음 

‘ㄷ’에 해당하는 모든 특수문자를 표시합니다.

03

[C5] 셀을 클릭한 후 데이터 수정을 위해서  키를 누른 다음 ‘(ㄷ’을 입력합니다.02

데이터 입력 후 수정하기

• 데이터가 입력된 셀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합니다.(기존 셀의 데이터는 삭제됨)

• 입력된 데이터 또는 입력 중인 데이터의 일부를 수정할 때에는  키를 누른 후 데이터를 수

정합니다.

• 수식 입력줄 클릭 또는 수정할 셀에서 더블 클릭한 후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TIP



1  클릭 후  키

2  ‘(ㄷ’ 입력

엑셀 2016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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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수문자 ‘♂ ’를 찾아 클릭합니다.04

[C6] 셀에서  키를 누른 후 ‘(ㄷ’을 입력하고  키를 누릅니다.06



‘)’를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05

‘ ) ’ 입력 후  키

1   키 누름

2  클릭

3  클릭

특수문자 목록이 표시되면 보기 변경( ) 단추를 클릭한 후 해당 특수문자 ‘♀’를 찾아 클릭합니다.07

1   키를 누른 후 ‘(ㄷ’을 입력하고  키

2  해당 특수문자 찾아서 클릭

10 • 엑셀 2016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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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를 입력한 후  키를 누릅니다.08

[C7] 셀에서도  키를 누른 후 ‘남(♂ )’으로 변경해 줍니다.09

특수문자 입력 방법

❶  한글 자음(ㄱ, ㄴ, ㄷ, …)을 입력한 후  키를 누르면 다양한 종류의 특수문자를 입력할 

수 있음

•한글 자음 ‘ㄹ’에 연결된 특수문자

•한글 자음 ‘ㅁ’에 연결된 특수문자

❷ [삽입] 탭-[기호] 그룹-[  기호] 이용

TIP

엑셀 2016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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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셀을 클릭한 후  키를 누르고  키를 누릅니다.11

[D5] 셀부터 [D7] 셀에 입력된 국적 데이터를 한자로 변환해 봅니다.10

[한글/한자 변환] 대화상자가 표시되면 한자 선택에서 ‘韓國’, 입력 형태에서 ‘한글(漢字)’를 클릭

한 후 <변환> 단추를 클릭합니다.

12

[D5] 셀에 입력된 데이터가 ‘한국(韓國)’으로 변경되었으면  키를 눌러줍니다.13

이어서, [D6] 셀의 ‘일본’을 ‘일본(日本)’으로 [D7] 셀의 ‘중국’을 ‘중국(中國)’으로 각각 한자로 변

환해 줍니다.

14

1  클릭

2  클릭

3  클릭

12 • 엑셀 2016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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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내용 저장하고 엑셀 종료하기04

작업 내용이 완료되었으면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고 엑셀을 종료해 보도록 합니다.01

[파일] 탭-[저장]-[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02

한자 변환

데이터 입력 중 또는 입력 후  키를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상태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입력 중  키를 눌렀을 때 ▲ 데이터 입력 후 수정 상태에서  키를 눌렀을 때



TIP

•저장하기의 바로 가기 키인 +  키를 눌러도 됩니다.

• 작성한 문서를 저장할 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저장) 단

추를 클릭해도 됩니다.

TIP

2  클릭

1  클릭

엑셀 2016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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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가 표시되면 [새 폴더]를 클릭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

어 줍니다.

03

2  본인 이름 입력 후  키

1  클릭

자신의 이름 폴더를 더블 클릭한 후, 파일 이름에 ‘신규회원명단’을 입력하고 <저장> 단추를 클릭

합니다.

04

2  클릭

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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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제목 표시줄에 파일명이 표시된 것을 확인합니다.05

작업한 내용을 닫으려면 [파일] 탭-[닫기]를 클릭합니다.06

•본 교재에서는 [내 PC]-[문서]-[자신의 이름] 폴더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엑셀 2016에서 작성한 문서를 저장할 경우 확장자는 ‘xlsx’가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TIP

확인

클릭

엑셀 2016 • 15

셀누구나-엑셀2016(G5).indd   15셀누구나-엑셀2016(G5).indd   15 2021-10-19   오전 10:34:352021-10-19   오전 10:34:35



작업 파일 불러오기05

엑셀 2016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파일] 탭-[열기]-[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01

[내 PC]-[문서]-[자신의 이름] 폴더에서 불러올 파일 ‘신규회원명단’을 선택한 후 <열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02

‘열기’의 바로 가기 키인 +  키를 눌러도 됩니다.

TIP

데이터 표시 및 기타 데이터 입력

❶ 데이터의 표시

• 문자 데이터는 셀의 왼쪽을 기준으로 입력되어 표시

• 수치, 날짜, 시간 데이터는 셀의 오른쪽을 기준으로 입력되어 표시

❷ 날짜 데이터 입력

• ‘-’ 또는 ‘/’ 기호를 사용 [예] 2013-12-25, 2013/12/25

• 시스템의 현재 날짜 입력 바로 가기 키 : +  키

❸ 시간 데이터 입력

• ‘:’ 기호를 사용 [예] 3:25:40(시:분:초)

• 12시간제로 표시하려면 시간 뒤에 공백을 한 칸 두고 ‘AM’이나 ‘PM’을 입력 [예] 3:25:40 

PM, 15:25:40

TIP

2  클릭

1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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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용 마 당

 예제파일 : 없음  완성파일 : 우리산악회 회원현황(완성).xlsx

엑셀 2016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해 보세요.1

엑셀 2016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해 보세요.2
 예제파일 : 없음  완성파일 : 상반기 승진사원 명단(완성).xlsx

❶ D열의 성별에서 ‘男’(남)과 ‘女’(여)를 각각 한자로 변환

❷ E열의 출석률은 특수문자 ‘★’, ‘☆’ 이용

•한글 자음 ‘ㅁ’ 입력 후  키 이용

•[삽입] 탭-[기호] 그룹-[기호] 이용(하위 집합 : 기타 기호)

❸ 작업 내용 저장(파일명) : 우리산악회 회원현황.xlsx

HINT

❶ C열의 직책에서 한자 입력 형태 : 漢字(한글)

❷ D열의 내선번호는 특수문자 ‘☎’, ‘☏’ 이용

•한글 자음 ‘ㅁ’ 입력 후  키 이용

•[삽입] 탭-[기호] 그룹-[기호] 이용(하위 집합 : 기타 기호)

❸ 작업 내용 저장(파일명) : 상반기 승진사원 명단.xlsx

H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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