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fe Changing Education

교육
과정
소개서.
엑셀�실무�마스터�올인원�패키지�Online

안내.

해당�교육�과정�소개서는�모든�강의�영상이�촬영�되기�전�작성된�소개서�입니다.
모든�영상이�촬영�된�후,�보다�자세한�커리큘럼으로�업데이트�되고�일부�수정�될�
예정입니다.�참고용으로�확인�부탁드리며,�자세한�문의는�다음�번호로�부탁드립니다.
02-501-9396�



Life Changing Education Copyright ⓒ FAST CAMPUS Corp. All Rights Reserved.

강의정보 - 강의장 : 온라인 | 데스크탑, 노트북, 모바일 등
- 기간 : 평생 소장
- 상세페이지 : https://www.fastcampus.co.kr/biz_online_excel/
- 담당 : 패스트캠퍼스 온라인팀
- 강의시간 : 약 23시간
- 문의 : 02-501-9396

강의목표 - 엑셀의 기본 원리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핵심 기능을 익히고 사용할 수 있다.
- 차트와 표를 활용해 적절한 시각화 자료를 만들 수 있다.
- 엑셀의 고급 기능을 활용해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강의요약 - 50여개의 실무 예제로 엑셀의 기본부터 실무 노하우와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급 
기능까지 학습한다.

강의특징 나만의
속도로

낮이나 새벽이나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나의 스케쥴대로 수강

원하는 곳
어디서나

시간을 쪼개 먼 거리를 오가며 
오프라인 강의장을 찾을 필요 없이 어디서든 수강

무제한
복습

무엇이든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내것이 되기에 이해가 안가는 구간 몇번이고 재생

https://www.fastcampus.co.kr/biz_online_ex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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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pter 01. 기본 원리 - 01. 엑셀 소개 및 화면 설명

2 Chapter 01. 기본 원리 - 02. 행/열/셀의 특성 이해하기

3 Chapter 01. 기본 원리 - 03. 상대참조/절대참조/혼합참조

4 Chapter 01. 기본 원리 - 04. 수식/값/서식의 개념 이해하기

5 Chapter 01. 기본 원리 - 05. 함수의 특성 이해하기

01. 
엑셀 소개 및
기본 원리

Curriculum

1 Chapter 02. 업무 속도 향상 - 01. 빠른실행도구모음 설정 및 사용하기

2 Chapter 02. 업무 속도 향상 - 02. 자동합계/수식,값,서식 붙여넣기

3 Chapter 02. 업무 속도 향상 - 03. 행/열 숨기기와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하기

4 Chapter 02. 업무 속도 향상 - 04. 구분 데이터에 틀고정하기

5 Chapter 02. 업무 속도 향상 - 05. 마우스 안쓰고 키보드로 한번에 복사/붙여넣기

6 Chapter 02. 업무 속도 향상 - 06. 중복항목 제거해 데이터 파악하기

7 Chapter 02. 업무 속도 향상 - 07. 텍스트 나누기 & 합치기

8 Chapter 02. 업무 속도 향상 - 08. 모두 바꾸기로 데이터 일괄 변경하기

9 Chapter 02. 업무 속도 향상 - 09. 필터로 데이터 정렬 및 필터링하기

02. 
업무 속도
1000% 향상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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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pter 03. 핵심 함수 - 01. SUM/AVERAGE/COUNT 등 기본 함수 학습

2 Chapter 03. 핵심 함수 - 02. IF/IF중첩을 통해 데이터 분류하기

3 Chapter 03. 핵심 함수 - 03. RANK 함수로 순위 파악하기

4 Chapter 03. 핵심 함수 - 04. VLOOKUP으로 필요한 데이터만 불러오기

5 Chapter 03. 핵심 함수 - 05. COUNTIF(S)로 조건에 맞는 데이터의 개수 구하기

6 Chapter 03. 핵심 함수 - 06. SUMIF(S)로 조건에 맞는 데이터의 합계 구하기

7 Chapter 03. 핵심 함수 - 07. 날짜 관련 필수 함수 알아보기

8 Chapter 03. 핵심 함수 - 08. IFERROR로 오류 숨기기

03.
핵심 함수만
확실하게 알기

Curriculum

1 Chapter 04. 시각화 - 01. 막대/꺾은선/원형 등 기본 차트 그리기

2 Chapter 04. 시각화 - 02. 두개 이상의 차트로 콤보 차트 그리기

3 Chapter 04. 시각화 - 03. 조건부서식으로 자동으로 셀서식 변경하기

4 Chapter 04. 시각화 - 04.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깔끔하게 인쇄하기

04. 
시각화 기능으로
멋진 자료 만들기

1 Chapter 05. 전문가로 거듭나기 - 01. RAW DATA를 효율적으로 가공하는 꿀TIP

2
Chapter 05. 전문가로 거듭나기 - 02. 피벗테이블을 활용해 원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3 Chapter 05. 전문가로 거듭나기 - 03. RAW DATA와 보고 자료 연동하기

4 Chapter 05. 전문가로 거듭나기 - 04. 데이터 통합으로 여러 시트의 데이터 취합하기

05.
엑셀 전문가로
거듭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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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1
Chapter 06. 자료 작성법 - 01. RAW DATA만 붙여넣으면 자동으로 모든게 해결되는 
손익계산서 만들기

2 Chapter 06. 자료 작성법 - 02. 클릭 한번으로 원하는 월별 데이터 조회하기

3 Chapter 06. 자료 작성법 - 03. VLOOKUP으로 자동 재직증명서 만들기

4 Chapter 06. 자료 작성법 - 04. 자동 상품 재고 현황 조회 장표 만들기

5 Chapter 06. 자료 작성법 - 05. 일정이 한눈에 보이는 간트 차트 그리기

6 Chapter 06. 자료 작성법 - 06. 상사가 좋아하는 세련된 보고 자료 디자인

7 Chapter 06. 자료 작성법 - 07. 알아두면 쓸데있는 고급 함수 알아보기

8 Chapter 06. 자료 작성법 - 08. 자료의 격을 높이는 엑셀 작성 시 필수 매너 TIP

06. 
리더에게 사랑받는
자료 작성법

07. 
데이터 준비 1

Chapter 07. 데이터 준비 - 01. 데이터 구분하기: 셀 내용(상수/수식), 셀 값
(숫자/텍스트/논리값/오류)

2
Chapter 07. 데이터 준비 - 02. 데이터 입력하기: 기본 단축키 (Tab/Enter, Ctrl/Shift+Arrow, 
Fn)

3 Chapter 07. 데이터 준비 - 03. 셀 참조하기: 상대/ 절대/ 혼합참조 응용

4 Chapter 07. 데이터 준비 - 04. 데이터 표현하기: 셀 서식, 조건부 서식

5 Chapter 07. 데이터 준비 - 05. 날짜/시간 데이터 다루기 (Serial No., 입력, 서식, 함수)

1
Chapter 08. 원시데이터(Raw Data) 처리 - 01. 올바른 데이터의 형태: Field, Record, Table, 
Key

2 Chapter 08. 원시데이터(Raw Data) 처리 - 02. 데이터 톺아보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

3
Chapter 08. 원시데이터(Raw Data) 처리 - 03. 데이터 분류하기: 논리함수, 정보함수, IF(S), 
다중 IF문, 오류처리

4
Chapter 08. 원시데이터(Raw Data) 처리 - 04. 데이터 정제하기: 텍스트 가공 함수 (추출, 
위치, 교체, 형변환, etc.)

08. 
원시데이터
(Raw Data)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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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1 Chapter 09. 데이터 추출 - 01. 필터, 고급 필터, 슬라이서

2 Chapter 09. 데이터 추출 - 02. 찾기 함수: Match, V(H)lookup, Index

3 Chapter 09. 데이터 추출 - 03. 참조 함수: Indirect, Offset
09. 
데이터 추출

10.
데이터 분석, 시각화 1

Chapter 10. 데이터 분석, 시각화 - 01. 조건부 통계함수 (Count series, Sumif(s), 
Averageif(s))

2 Chapter 10. 데이터 분석, 시각화 - 02. 피벗테이블, 피벗차트

3 Chapter 10. 데이터 분석, 시각화 - 03. 차트, 대시보드

1 Chapter 11. 구글 스프레드시트 - 01. 스프레드 시트와 Excel의 차이

2 Chapter 11. 구글 스프레드시트 - 02. 웹, 참조: Hyperlink, Import Series

3 Chapter 11. 구글 스프레드시트 - 03. 분류, 추출: Switch, Filter, Sort(n), Unique

4 Chapter 11. 구글 스프레드시트 - 04. 배열 수식: (;/,), Arrayformula

5 Chapter 11. 구글 스프레드시트 - 05. Image, Sparkline, Googlefinance

11.(부록)
구글 스프레드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