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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정보

강의특징

Life Changing Education

강의장

온라인 강의 | 데스크탑, 노트북, 모바일 등

수강 기간

평생 소장

상세페이지

https://www.fastcampus.co.kr/biz_online_excelend

담당

패스트캠퍼스 고객경험혁신팀

강의시간

34시간 47분

문의

강의 관련 전화 문의: 02-568-9886
수료증 및 행정 문의: 02-501-9396
/ help.online@fastcamp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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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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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표

강의요약

Life Changing Education

-

쌩기초부터, 필수 함수와 서식 활용 등 내 업무에 필요한 만큼의 엑셀을 단기간에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

9가지 직무에 딱 맞춘 예제 실습을 통해, 엑셀 업무 활용도를 200% 올립니다.

-

엑셀을 활용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코딩 없이 처리하고 분석하는 방법까지 익힐 수
있습니다.

-

엑셀 차트와 표, 컬러를 활용하여 상사에게 보고하기 좋은 대시보드를 내 업무에 맞게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

쌩기초부터 엑셀 고수까지 단숨에!
30시간 분량의 커리큘럼으로 엑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업무에 바로 쓰는 1천여 종의 템플릿이 내 것!
바로 사용 가능한 기능별/디자인별 템플릿을 챙겨드려요.

-

엑셀 함수와 단축키 외울 필요가 없어요!
보면서 쓸 수 있는 필수 함수 & OS별 단축키 모음집까지 받아가세요.

-

강의 내용 정리한 '전자책'으로 언제든지 복습 가능!
강의 내용을 따로 정리할 필요 없도록, 전자책을 수강생 모두에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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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이재형

권진환

과목

-

초격차 패키지 : 한 번에 끝내는 엑셀 실무

약력

-

전) LF 계열사 트라이시클 MD
전) 부건FNC (멋남/임블리)
전) 동광인터네셔널 MD

과목

-

초격차 패키지 : 한 번에 끝내는 엑셀 실무

약력

-

-

현) 글로벌 바이오 기업 Sales Operations &
Strategy Manager
전) 스타트업 Marketing Team Leader
전) Boston Scientific Product Marketing
Manager
전) Oracle Business Analyst
전) Dell Financial Planning Analyst

과목

-

초격차 패키지 : 한 번에 끝내는 엑셀 실무

약력

-

현) (주)터보테크 Mobile Software 해외 UMTS 팀
MMI part
전) (주)미르테크 웹 개발 Digital Library 팀

-

[저서]
실무통 엑셀 데이터 활용 분석 (한빛미디어, 2019)
엑셀 함수 실무 강의 (한빛미디어, 2017)
엑셀 데이터 활용 + 분석 (한빛미디어, 2016)
엑셀 2013 기본+실무완성 (북스홀릭, 2014)
MOS 2007 (그린컴퓨터아트학원, 2009)

-

송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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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엑셀 시작
엑셀설치
엑셀 레이아웃

01.

직장인이 꼭 알아야하는 리본메뉴
리본메뉴 <홈탭>

엑셀 기초 탈출
파트별 수강시간 07:15:11

리본메뉴 <삽입탭>
리본메뉴 <페이지레이아웃탭>
리본메뉴 <수식탭>
리본메뉴 <검토탭>
리본메뉴 <보기탭>
직장인이 꼭 알아야하는 엑셀 개념
수식과 함수란?
상대참조와 절대참조 그리고 혼합참조
직장인이 꼭 알아야하는 기능 및 단축키
엑셀 단축키
여러 셀에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
단축키를 이용해 업무속도를 올리는 비법
직장인이 꼭 알아야하는 함수
SUM / AVERAGE / PRODUCT
MAX / MIN / MEDIAN
LARGE / SMALL / RANK
ROUND / ROUNDDOWN / ROUNDUP
SUBTOTAL
FIND / LEFT / RIGHT / MID
LEN / TEXT
MONTH / DAY / HOUR / MINUTE / WORKDAY
IF / AND / OR
COUNTIF / COUNTIFS / SUMIF / SUMIFS
MATCH / VLOOKUP / HLOOKUP
INDEX / OFFSET
피벗테이블
피벗테이블을 만들기 전 준비사항
피벗테이블을 만들어보자
피벗테이블을 이용한 다양한 분석방법
셀서식 - 셀서식을 이용한 다양한 시각화방법
차트
차트를 만들기 전 준비사항
차트를 만들어보자
다양한 차트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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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초 - 엑셀 데이터 분석 개론
영업관리 데이터로 배우는 엑셀 데이터 분석 - 피벗활용한 반자동화
재무 데이터로 배우는 엑셀 데이터 분석 - 분석 활용 함수

02.

마케팅 데이터로 배우는 엑셀 데이터 분석 - 분석 함께 해보기
영업관리 데이터로 배우는 엑셀 데이터 분석 - 영업관리 데이터의 이해

엑셀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재무 데이터로 배우는 엑셀 데이터 분석 - 영업 데이터 분석과 forecast, planning
마케팅 데이터로 배우는 엑셀 데이터 분석 - 영업사원 실적 분석과 forecast, planning
재무 데이터의 이해
재무 데이터로 배우는 엑셀 데이터 분석 - 매출/마진 데이터 분석과 forecast, planning

파트별 수강시간 03:53:22

마케팅 데이터로 배우는 엑셀 데이터 분석 - 비용 분석과 forecast, planning
마케팅 데이터의 이해
제품별 시장과 마켓쉐어 그리고 planning
마케팅 데이터로 배우는 엑셀 데이터 분석 - CRM 데이터 분석
마케팅 분석 함께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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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 강사소개 및 엑셀 기본 셋팅
영업 데이터로 배우는 엑셀 실전활용
영업인센티브_타겟시트

03.

영업인센티브_타겟시트+실적확인
영업인센티브_계산시트

실무에 바로
연결되는
엑셀 실전 활용

영업인센티브_계산템플릿
영업타겟_실적대비 상승
영업타겟_세그먼트, 제품별 마켓
영업타겟_마켓쉐어
영업타겟_waterfall 차트
Sales Forecast_Opportunities

파트별 수강시간 06:19:58

Sales Forecast_bottom up
영업리포트
재무 데이터으로 배우는 엑셀 실전활용
생산성리포트
투자요청템플릿
FP&A의 P&L Walk
OPEX 템플릿
Biz review 템플릿
마케팅 데이터로 배우는 엑셀 실전활용
마케팅 예산 템플릿
행사 ROI 템플릿
Promotion 기획 템플릿
Demand Planning
Product dashboard
MD 실전 템플릿으로 배우는 엑셀 실전 활용
MD 엑셀 파헤치기
MD 실무 엑셀 템플릿 제작
MD 실무 엑셀 템플릿 제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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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 강사 및 강의 소개
엑셀 매크로 기본
매크로와 VBA 이해하기

04.

매크로 사용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
매크로 기록기로 자동 매크로 기록하기

엑셀 VBA
자동화 입문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문서 저장 및 열기
매크로의 다양한 실행 방법
절대 참조 자동 매크로 기록하기
Visual Basic 편집기 창 이해하기

파트별 수강시간 09:12:30

VBA 코드 확인 및 실행
매크로 오류 확인하고 처리하기
절대 참조 매크로
너비에 맞춰지는 제목 매크로 기록
인쇄 영역 설정 매크로 기록
데이터 변환 매크로 기록 및 편집
상대 참조 매크로
절대 참조 매크로와 상대 참조 매크로의 차이
상대참조 매크로 기록 및 편집
[프로젝트]
오류값 찾 수정하는 매크로 기록 및 편집
선택한 항목만 표시하는 매크로 기록 및 편집
그룹별 집계를 계산하는 매크로 기록 및 편집
표 구조 변환 매크로 기록 및 편집
폐기 내역 정리하여 새 목록 작성 매크로 기록 및 편집
데이터 검색 매크로 기록 및 편집
RawData 정리, 수식, 서식을 한번에 해결하는 매크로 기록 및 편집
영역별 자동 차트 작성 매크로 기록 및 편집
피벗 테이블 보고서 자동 작성 매크로 기록 및 편집
연간 데이터 월별 분리 매크로 기록 및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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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로 대시보드 만들기
대시보드 데이터 연결하기
대시보드 데이터 정리하기

05.

대시보드 꾸미기
엑셀 실전 보고서 작성

엑셀 실전
보고서와
대시보드 만들기
파트별 수강시간 0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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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업무 보고서 선택 지침/종류
개인별/팀별/부서별 실적보고서
신사업 분석 보고서
Project 리뷰 보고서
경영진 의사결정 위한 다중선택 보고서

CURRICULUM

인트로
사전 준비 및 Google Sheets 소개
Google Sheets 시작 및 수업 준비

06.

기본기
Functionn Keys 및 절대 / 상대 / 혼합 참조

부록
스프레드시트

ctrl 키 활용 단축키
alt 키 활용 단축키
필수함수
숫자

파트별 수강시간 04:44:51

숫자(실습)
날짜,시간
날짜,시간(실습)
텍스트 (1)
텍스트 (2)
논리(if) 중첩 연습
선택
연결 및 기타
필터 및 서식
Freeze(고정) & Filter
조건부 서식 규칙
맞춤 수식 활용
체크박스와 드롭박스
체크박스 응용
드롭박스 기초 및 응용
필요한 만큼의 정규 표현식
소개 및 기초
규칙 - (1)
규칙 - (2)
활용
필요한 만큼의 Query
소개 및 기초
규칙 - (1)
규칙 - (2)
규칙 - (3)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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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수강 방법

환불 규정

-

상황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할인이 조기 마감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패스트캠퍼스의 모든 온라인 강의는 아이디 공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1개의 아이디로 여러 명이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

-

별도의 주의사항은 각 강의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패스트캠퍼스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

사전 예약 판매 중인 강의의 경우 1차 공개일정에 맞춰 ‘온라인 강의 시청하기’가 활성화됩니다.

-

온라인 강의는 각 과정 별 '정상 수강기간(유료수강기간)'과 정상 수강기간 이후의 '복습
수강기간(무료수강기간)'으로 구성됩니다.

-

환불금액은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수강 시작 후 7일 이내

100% 환불 가능 (단, 수강하셨다면 수강 분량만큼 차감)

수강 시작 후 7일 경과

정상(유료) 수강기간 대비 잔여일에 대해
학원법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가능

※ 강의별 환불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강의 상세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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