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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모의고사 1회
01. 차트를 ‘레이아웃’ 11과 ‘차트 스타일 32’로 변경하고 ‘주황, 강조 6, 60% 더 밝게’ 도형 채우기를 

설정하시오. 그리고 이 차트를 ‘수량비교차트’라는 이름의 차트 서식 파일로 저장하시오.

    (실전1-01.xlsx, 수량비교차트(완성).crtx)

    [Hint: 차트 레이아웃, 차트 스타일, 차트 서식, 차트 서식 파일 저장]

02. [강북], [강남] 및 [강서] 범위의 데이터 합계를 새 워크시트의 A3 셀에서 시작하여 통합하시오. 

첫 행과 왼쪽 열의 레이블을 표시하고 새 워크시트의 이름을 ‘지역합계’로 지정하시오.

    (실전1-02.xlsx) [Hint: 데이터 레이블 통합]

03. [G3] 셀에 AVERAGEIFS 함수를 사용하여 차량유지의 카드 평균 사용 금액을 찾으시오.

    (실전1-03.xlsx) [Hint: AVERAGEIFS 함수]

04. ‘주문목록.xsd’ 스키마 맵을 사용하여 XML 요소를 현재 통합 문서에 매핑하고, ‘주문목록.xml’ 데

이터 파일을 가져오시오. 그리고 현재 워크시트를 ‘하반기 주문’이라는 XML 데이터 파일로 문서 폴

더에 내보내시오.

    (실전1-04.xlsx) [Hint: XML 스키마 맵 추가, XML 데이터 가져오기, XML 데이터 내보내기]

05. 새 워크시트에 ‘공사명’을 행 레이블로, ‘자재등급’은 열 레이블로, ‘출고량’의 합계 값을 표시하는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오.

    (실전1-05.xlsx) [Hint: 피벗 테이블]

06. [F3:H20] 셀 범위만 선택할 수 있고 다른 모든 셀은 선택할 수 없도록 시트를 보호하시오.

    (실전1-06.xlsx) [Hint: 셀 잠금 해제, 시트 보호]

07. 반복 계산되고 최대 반복 횟수가 30이 되도록 설정하시오.

    (실전1-07.xlsx) [Hint: 수식 계산 옵션]

08. 변경 내용이 100일 동안 저장되도록 현재 통합 문서를 공유하시오.

    (실전1-08.xlsx) [Hint: 통합 문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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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D3:D22] 셀 범위에 접수 코드의 마지막 1글자를 참조하여 S면 ‘서울’을 아니면 ‘경기’를 반환하는 

수식을 구하시오.

    (실전1-09.xlsx) [Hint: RIGHT 함수, IF 함수]

10.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하고 상위 20%인 상위/하위 규칙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

에 만드시오. 매크로 이름은 ‘상위평균’으로 지정하고 평균 열의 값에 이 매크로를 적용하시오. 다른 

기본 성적은 모두 그대로 두시오.

    (실전1-10.xlsx) [Hint: 매크로 기록, 표시 형식, 조건부 서식, 매크로 실행]

11. 할인율을 20%로 변경하는 ‘20퍼센트할인’ 이름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표시하시오.

    (실전1-11.xlsx) [Hint: 시나리오 추가, 시나리오 표시]

12. 값이 ‘336655’인 숫자 서식인 ‘구매번호’라는 이름의 사용자 지정 문서 속성을 설정하시오.

    (실전1-12.xlsx) [Hint: 통합 문서 속성]

13. [I3:I12] 셀 범위에 1월~6월 실적을 꺾은선 스파크라인으로 만드시오. 그리고 스파크라인에 ‘스파

크라인 스타일 색상형 #2’ 스파크라인 스타일을 적용하고, 높은 점과 낮은 점을 표시하시오.

    (실전1-13.xlsx) [Hint: 통합 문서 속성]

14. 워크시트에서 일치하지 않는 수식이 참조되는 모든 셀을 추적하시오.

    (실전1-14.xlsx) [Hint: 통합 문서 속성]

15. [F3] 셀 왼쪽에 스핀 단추를 만들고 [F3] 셀의 값이 1 ~ 31 사이의 수로 1씩 증가하도록 변경하

시오. 다른 기본 설정은 모두 그대로 적용하시오.

    (실전1-15.xlsx) [Hint: 양식 컨트롤]

16. [H3] 셀에 단가가 50000을 초과하고 B로 시작하는 제품수를 계산하는 함수를 작성하시오.

    (실전1-16.xlsx) [Hint: COUNTIFS 함수]

17. 56789라는 암호로 통합 문서를 암호화하고 최종본으로 표시하시오.

    (실전1-17.xlsx) [Hint: 통합 문서 보호, 최종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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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성장률 차트에 차수 2를 사용하고 앞으로 2구간을 예측하는 다항식 추세선을 추가하시오.

    (실전1-18.xlsx) [Hint: 추세선]

19. [E4:F11] 셀 범위에 변수 한 개의 데이터 표를 만드시오. 열 입력 셀은 C6 셀로 설정하시오.

    (실전1-19.xlsx) [Hint: 데이터 표]

20. 해외영업부에 대한 상기실적을 영업사원별로 표시하는 피벗 차트를 새 워크시트에 만드시오.

    (실전1-20.xlsx) [Hint: 피벗 차트]

21. 현재 공유 문서에서 모든 사용자가 수행한 변경 내용을 새 워크시트에 모두 표시하시오. 다른 기본 

설정은 모두 그대로 적용하시오.

    (실전1-21.xlsx) [Hint: 변경 내용 표시]

22. 수식 계산 도구를 사용하여 [F7] 셀의 수식 오류를 정정하시오.

    (실전1-22.xlsx) [Hint: 수식 계산]

23. [재고분석] 워크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에 공사명 및 자재등급을 표시하도록 슬라이스를 삽입하시오. 

그리고 도배공사 및 조명공사인 공사명을 표시하시오.

    (실전1-23.xlsx) [Hint: 슬라이서]

24. 영업 계획 차트에 2013년 계획 열의 값이 막대 차트에 포함되도록 데이터 원본을 수정하시오.

    (실전1-24.xlsx) [Hint: 차트 데이터 범위]

25. 생활문화교실 표를 참조하여 [C10:C14] 셀 범위에 과목별 수강료의 합을 계산하시오.

    (실전1-25.xlsx) [Hint: SUMIF 함수]

26. 수식 오류가 감지되면 파랑으로 표시되도록 Excel 옵션을 구성하시오.

    (실전1-26.xlsx) [Hint: 오류 표시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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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B4:G14] 셀 범위에는 모든 테두리를 [C5:G14] 셀 범위에 회계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매크로를 

기록하시오. 현재 통합 문서에 매크로를 기록하고 새 매크로 이름은 ‘표서식’으로 지정하시오.

    (실전1-27.xlsx) [Hint: 매크로 기록]

28. ‘표 서식’이라는 이름의 단추(양식 컨트롤)을 [G2] 셀에 삽입하고 이 단추에 ‘표서식’ 매크로를 할

당하시오. 그리고 매크로를 실행하시오.

    (실전1-28.xlsx) [Hint: 양식 컨트롤]

29. [F10] 셀에 HLOOKUP 함수를 사용하여 ‘김재균’의 과목을 찾으시오.

    (실전1-29.xlsx) [Hint: HLOOKUP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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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모의고사 2회
01. [D5] 셀이 참조하는 모든 셀을 추적하시오.

    (실전2-01.xlsx) [Hint: 참조하는 셀 추적]

02. 대분류를 보고서 필터로, 날짜를 행 레이블로 분기별, 월별로 표시하고, 열 레이블은 사이즈로, 판매

가의 최대값을 회계 표시 형식으로 표시하는 피벗 테이블을 새 워크시트에서 만드시오.

    (실전2-02.xlsx) [Hint: 피벗 테이블, 그룹 묶기, 함수 변경]

03. 강수량 차트에 12월 행의 값이 꺾은선 차트에 포함되도록 데이터 원본을 변경하시오. 그리고 ‘평균’ 

데이터 계열을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 종류로 변경하시오.

    (실전2-03.xlsx) [Hint: 차트 데이터 범위, 계열 차트 종류 변경]

04. 강수량 차트를 스타일 25로 변경하고 ‘황갈색, 개병 2, 10% 더 어둡게’ 도형 채우기 색 및 ‘황갈색, 

배경 2, 50% 더 어둡게’ 도형 윤곽선을 설정하시오. 그리고 이 차트를 ‘강수량차트’라는 이름의 차

트 서식 파일로 저장하시오.

    (실전2-04.xlsx) [Hint: 빠른 차트 스타일,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차트 서식 파일 저장]

05. 분류코드 [B2] 셀에 품번에서 4번째에서 5번째까지 문자를 추출하는 수식을 작성하시오. 수식을 

[B16] 셀까지 복사하시오.

    (실전2-05.xlsx) [Hint: MID 함수]

06. 셀 내용은 글꼴 크기는 12포인트, 굵게, 가운데 맞춤으로 적용하고 행 높이는 정확히 21로 설정하

는 매크로를 만드시오. 매크로의 이름은 ‘레이블’로 설정하여 현재 통합 문서에 저장하시오.

    (실전2-06.xlsx) [Hint: 매크로 기록]

07. [G2:H3] 셀 범위에 ‘레이블 서식’이라는 이름의 단추(양식 컨트롤)을 만들어 ‘레이블’ 매크로를 할

당하고, 3행의 레이블 셀에 ‘레이블’ 매크로를 실행하시오.

    (실전2-07.xlsx) [Hint: 수식 계산 옵션]

08. 상반기 및 하반기 범위의 매출 값을 평균 내어 [매출통합] 워크시트의 [B2] 셀에서 시작하여 통합

하시오. 첫 행 및 왼쪽 열의 레이블을 표시하시오.

    (실전2-08.xlsx) [Hint: 데이터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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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013년 영업 계획 평균이 5,000을 달성하려면 조정율이 얼마여야 하는지를 구하시오.

    (실전2-09.xlsx) [Hint: 목표 값 찾기]

10. [H3] 셀에 AVERAGEIFS 함수를 사용하여 식비를 카드로 결재한 평균 금액의 수를 0 값을 제외하

여 찾으시오.

    (실전2-10.xlsx) [Hint: AVERAGEIFS 함수]

11. ‘작성일’이라는 이름의 값이 ‘2012-12-01’인 날짜 형식을 사용하는 사용자 지정 속성을 만드시오.

    (실전2-11.xlsx) [Hint: 통합 문서 속성]

12. 수식 계산 도구를 사용하여 [D6] 셀의 수식 오류를 정정하시오.

    (실전2-12.xlsx) [Hint: 수식 계산]

13. 기존 XML 스키마 맵을 사용하여 XML 요소를 현재 통합 문서에 매핑하고 ‘인사정보.xml’ 데이터 

파일을 가져오시오. 그리고 현재 워크시트를 ‘주소록’이라는 XML 데이터 파일로 문서 폴더에 내보

내시오. (실전2-13.xlsx, 인사정보.xml) [Hint: XML 요소 매핑, XML 가져오기, XML 내보내기]

14. 변경 셀인 컴퓨터 [E4] 셀 및 영어 [F4] 셀은 35%, 상식 [G4] 셀은 30%인 ‘가중치’라는 시나리

오를 만드시오. ‘강민우’ 조정점수에 대한 시나이로 요약 보고서를 만들고 새 시트의 이름을 ‘성적시

나리오’로 설정하시오.

    (실전2-14.xlsx) [Hint: 시나리오 추가, 시나리오 요약]

15. 반복 계산되고 최대 반복 횟수가 50이 되도록 설정하시오.

    (실전2-15.xlsx) [Hint: 수식 계산 옵션]

16. [H3] 셀에 카드에 해당하는 거래 유형의 수를 계산하는 함수를 작성하시오.

    (실전2-16.xlsx) [Hint: COUNTIF 함수]

17. 변경 내용이 60일 동안 저장되도록 현재 통합 문서를 공유하시오.

    (실전2-17.xlsx) [Hint: 통합 문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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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판매분석] 워크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에 날짜 및 대분류를 표시하도록 슬라이드를 삽입하시오. 그

리고 1월~3월의 가디건, 니트, 스커트, 티셔츠 값을 표시하시오.

    (실전2-18.xlsx) [Hint: 슬라이서]

19. 평균 이용자 수 차트에 앞으로 1구간을 예측하는 선형 추세선을 추가하시오.

    (실전2-19.xlsx) [Hint: 추세선]

20. 수식 오류가 감지되면 빨강으로 표시되도록 Excel 옵션을 구성하시오.

    (실전2-20.xlsx) [Hint: 오류 표시 색]

21. [F3:G22] 셀 범위만 선택 및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 다른 모든 셀은 선택할 수 없도록 시트를 

보호하시오. 암호는 12345로 설정하시오.

    (실전2-21.xlsx) [Hint: 셀 잠금 해제, 시트 보호]

22. [C2:C16] 셀 범위에 VLOOKUP 함수를 사용하여 분류코드의 분류를 찾으시오.

    (실전2-22.xlsx) [Hint: VLOOKUP 함수]

23. 새 워크시트에 대분류의 판매가를 표시하는 3차원 원형 피벗 차트를 만드시오. 피벗 차트에 차트 

‘레이아웃 3’을, 차트 스타일은 ‘스타일 28’을 적용하고, 월을 보고서 필터에 배치하여 1월이 표시되

도록 차트를 필터링하시오.

    (실전2-23.xlsx) [Hint: 피벗 차트, 차트 종류 변경, 차트 레이아웃, 차트 스타일, 필터]

24. [B3] 셀에 ‘완료’ 텍스트를 표시하는 확인란 컨트롤을 추가하시오. 그리고 기한의 [D3] 셀의 콤보 

상자를 변경하여 입력 범위는 기한 범위([H3:H12])로 설정하고 [E3] 셀에 연결하고 목록 표시 줄

수를 10으로 변경하시오.

    (실전2-24.xlsx) [Hint: 양식 컨트롤, 컨트롤 서식]

25. 현재 공유 문서에서 모든 사용자가 수행한 변경 내용을 새 워크시트에 모두 표시하시오. 다른 기본 

설정은 모두 그대로 적용하시오.

    (실전2-25.xlsx) [Hint: 변경 내용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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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I4] 셀에 누적이용횟수가 20 이상이면 A를 반환하고, 10 이상이면 B를 반환하고, 아니면 C 회원

등급이 표시되도록 수식을 계산하시오. [I4] 셀의 수식을 [I33] 셀까지 복사하시오.

    (실전2-26.xlsx) [Hint: 중첩 IF 함수]

27. R1234라는 암호호 통합 문서를 암호화하고 최종본으로 표시하시오.

    (실전2-27.xlsx) [Hint: 통합 문서 보호, 최종본 표시]

28. [F7:F14] 셀 범위에 2011년, 2012년 및 2013년 계획 실적을 열 스파크라인으로 만드시오. 그리고 

스파크라인에 ‘스파크라인 스타일 강조 4, (어둡게 또는 밝게 없음)’ 스파크라인 스타일을 적용하고, 

높은 점을 표시하고 높은 점의 색상을 빨강으로 표시하시오.

    (실전2-28.xlsx) [Hint: 스파크라인]

29. [B9:E16] 셀 범위에 두 개의 변수에 따른 데이터 표를 만드시오. 행 입력 셀은 차량가격([D3]), 열 

입력 셀은 월상환횟수([D5])로 설정하시오.

    (실전2-29.xlsx) [Hint: 데이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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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모의고사 3회
01. [매출] 워크시트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품별 사원별로 수량의 값을 표시하는 피벗 차트를 만드시

오. 이 피벗 차트를 새 워크시트에 배치하고 새 워크시트의 이름을 ‘매출분석’으로 변경하시오.

    (실전3-01.xlsx) [Hint: 피벗 차트]

02. [I2] 셀에 SUMIFS 함수를 사용하여 S로 시작하는 제품 중에서 싱싱곡물 공급업체의 수량 수를 계

산하시오. (실전3-02.xlsx) [Hint: SUMIFS 함수]

03. 기존 XML 스키마 맵을 사용하여 XML 요소를 현재 통합문서에 매핑하고 현재 워크시트를 ‘입출고’

라는 XML 데이터 파일로 문서 폴더에 내보내시오.

    (실전3-03.xlsx) [Hint: XML 요소 매핑, XML 가져오기, XML 내보내기]

04. 현재 통합 문서를 98765라는 암호로 암호화하고 최종본으로 표시하시오.

    (실전3-04.xlsx) [Hint: 통합 문서 보호, 최종본 표시]

05. [A지점], [B지점] 및 [C지점]의 판매수량과 재고량 데이터에 대한 최대 함수를 적용하여 새 워크

시트의 [B2] 셀부터 시작하여 통합하시오. 새 워크시트의 이름을 ‘판매통합’으로 변경하시오.

    (실전3-05.xlsx) [Hint: 데이터 통합]

06. [E5] 셀과 [F5] 셀에 HLOOKUP 함수를 사용하여 작업자코드에 대한 기술등급과 월급여를 반환하

는 수식을 만드시오. [E5] 셀과 [F5] 셀의 수식을 19행까지 복사하시오.

    (실전3-06.xlsx) [Hint: HLOOKUP 함수]

07. 통합 문서의 수식 계산이 수동으로 되고 최대 반복 횟수가 30으로 반복 계산되도록 설정하시오.

    (실전3-07.xlsx) [Hint: 수식 계산 옵션]

08. 선택된 셀에 열 너비를 15로 지정하고 3방향 화살표(컬러) 아이콘 집합 규칙을 적용하는 새 매크로

를 기록하시오. 이 매크로의 이름은 ‘강조’로, ‘누적이용횟수 강조’라는 설명과 Ctrl +T 바로 가기 

키를 지정하시오. 그리고 누적 이용횟수 열의 값에 이 매크로를 적용하시오.

    (실전3-08.xlsx) [Hint: 매크로 기록, 매크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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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C10] 셀이 참조되는 모든 셀을 추적하시오.

    (실전3-09.xlsx) [Hint: 참조되는 셀 추적]

10. 순이익이 100000을 달성하기 위해 조정해야할 원가비율을 표시하시오.

    (실전3-10.xlsx) [Hint: 목표값 찾기]

11. [계약서] 워크시트에서 문서 종류 선택 그룹 상자 안의 견적서 옵션 단추 오른쪽 빈 영역에 ‘계약

서’ 텍스트 내용의 옵션 단추(양식 컨트롤)를 삽입하시오. 그리고 옵션 단추를 [G2] 셀에 연결하시

오. (참고: 다른 기본 설정은 모두 그대로 적용하시오.)

    (실전3-11.xlsx) [Hint: 양식 컨트롤]

12. [계약서] 워크시트에서 [C6] 셀에 IF 함수를 사용하여 G2 셀에 값이 1이면 ‘견적서’를 아니면 ‘계

약서’를 반환하는 함수를 계산하시오.

    (실전3-12.xlsx) [Hint: IF 함수]

13. [계약서] 워크시트에서 [H12] 셀의 스핀 단추가 [H12] 셀의 값이 1 ~ 50 사이의 수로 1씩 증가

하도록 변경하시오. (참고: 다른 기본 설정은 모두 그대로 적용하시오.)

    (실전3-13.xlsx) [Hint: 양식 컨트롤]

14. 변경 내용이 40일 동안 저장되도록 현재 통합 문서를 공유하시오.

    (실전3-14.xlsx, 급여현황.xlsx) [Hint: 통합 문서 공유]

15. [항공료] 워크시트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새 워크시트에 출발도시별 구분별 일반석성인의 인원수를 

값으로 표시하는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오. 그리고 새 워크시트의 이름을 ‘인원수분석’으로 변경하시

오. (실전3-15.xlsx) [Hint: 피벗 테이블]

16. 차트에 하반기 열의 값이 세로 막대 차트에 포함되도록 계열을 추가하시오.

    (실전3-16.xlsx, 급여현황.xlsx) [Hint: 데이터 계열 추가]

17. 값이 ‘아니오’인 예 또는 아니오 서식의 ‘공개’라는 이름의 사용자 지정 문서 속성을 설정하시오.

    (실전3-17.xlsx) [Hint: 통합 문서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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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식 계산 도구를 사용하여 [F4] 셀의 수식 오류를 정정하시오.

    (실전3-18.xlsx) [Hint: 수식 계산]

19. [D4] 셀에 VLOOKUP 함수를 만들어 ‘곽희나’ 사원의 실적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찾으시오.

    (실전3-19.xlsx) [Hint: VLOOKUP 함수]

20. ‘특별상여율’을 10%로 변경할 수 있는 ‘인상’이라는 이름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표시하시오.

    (실전3-20.xlsx) [Hint: 시나리오 추가, 시나리오 표시]

21. [I5] 셀에 COUNTIFS 함수를 사용하여 체중이 40kg을 초과하는 남학생이 몇 명인지 계산하시오.

    (실전3-21.xlsx) [Hint: COUNTIFS 함수]

22. [매출분석] 워크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에 제품 및 사원명을 표시하도록 슬라이스를 삽입하시오. 그

리고 ‘박찬식’ 사원의 사계절 핫 소스 및 필로 믹스의 값을 표시하시오.

    (실전3-22.xlsx) [Hint: 슬라이서]

23. 매출 차트의 하반기 계열에 차수 3을 사용하는 이동 평균 추세선을 추가하시오.

    (실전3-23.xlsx) [Hint: 추세선]

24. [D15] 셀의 변경 내용을 적용 취소하고 다른 모든 변경 내용은 적용하시오.

    (실전3-24.xlsx) [Hint: 변경 내용 적용/취소]

25. [계약서] 워크시트를 인쇄하는 ‘문서인쇄’ 이름의 새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기록하시오. 그리

고 ‘견적서 및 계약서’라는 파일 이름으로 문서에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로 저장하시오.

    (실전3-25.xlsx) [Hint: 매크로 기록,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저장]

26. [계약서] 워크시트에서 [G2:H3] 셀 범위에 ‘견적서 및 계약서 인쇄’라는 이름의 단추(양식 컨트롤)

을 만들고 이 단추에 ‘문서인쇄’ 매크로를 할당하시오.

    (실전3-26.xlsm) [Hint: 매크로 실행 단추, 양식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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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상여비율 [G5:G13] 셀 범위만 선택할 수 있고 다른 모든 셀은 선택할 수 없도록 암호를 설정하지 

않고 시트를 보호하시오. (실전3-27.xlsx) [Hint: 셀 잠금 해제, 시트 보호]

28. 매출 차트를 ‘스타일 4’로 변경하고 범례를 위쪽에 배치하고 그림 영역에 ‘황록색, 강조색 3, 80% 

더 밝게’ 도형 채우기를 지정하시오. 이 차트를 ‘분석차트’라는 이름의 차트 서식 파일로 저장하시

오. (실전3-28.xlsx) [Hint: 빠른 차트 스타일, 차트 레이아웃, 도형 채우기, 차트 서식 파일 저장]

29. 수식 오류가 감지되면 노랑으로 표시되도록 Excel 옵션을 설정하시오.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 수식

이 참조되는 모든 셀을 추적하시오.

    (실전3-29.xlsx) [Hint: 오류 표시 색, 오류 검사, 참조되는 셀 추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