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분석 UP! 업무 효율 UP!
프로들만의 차별화된 엑셀 데이터 분석과 차트 시각화

강의 주요 내용
1강. 알아두면 쓸데 많은 엑셀 꿀팁
- 수식으로 반복 데이터 동시 입력하고 합계 행 삭제하기
- 불필요한 데이터 나누어 삭제하고 셀 데이터 남기고 병합하기
- 특정한 숫자 찾기와 동시에 서식 변경하기 
- 증감에 ▲▼ 추가하고 색상 구분하여 표시하기 
- 견적서 금액 한글로 표시하고 시간은 누적으로 표시하기 
- 중복된 데이터에 채우기 색 설정하기 
- 부분합으로 그룹한 합계 행에 채우기 색 설정하기 
-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단가표 일괄 인상하기 

2강. 다운로드한 Raw Data 변환 
- 수식을 이용하여 데이터 이동과 일괄 삭제하기 
- 줄바꿈으로 입력된 숫자 데이터 열 분리하기 
- 다중 페이지 하나의 DB로 편집하기 

3강. 수식과 함수를 제대로 다루는데 필요한 핵심기능 
- 사소하지만 발목잡는 수식과 함수 문제 해결법 
- 이름 정의로 절대 참조 수식 사용하기 
- 수식 오류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 병합된 셀에 자동으로 변경되는 번호 매기기 
- 소계항목 제외하고 번호 매기기 
- 필터에 자동으로 변경되는 번호 매기기
- 시트 복사할 때 발생하는 숨겨진 이름 충돌 오류 해결하기

4강. 피벗 테이블로 한 번에 끝내는 데이터 분석 
- 중복 개수 표시하는 피벗 테이블
- 월과 그룹별 비율을 표시하는 피벗 테이블 
- 피벗에 계산 수식을 적용하여 새로운 필드 작성
- 피벗에 계산 항목을 적용하여 하위 그룹 집계
- GETPIVOTDATA 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표 작성
- 다중피벗 테이블을 활용하여 분산된 데이터 집계

5강. 차트를 활용한 차별화된 데이터 시각화 
- 오차가 큰 값을 위한 중간 생략 차트
- 계열간의 단위가 다른 데이터로 이중 축 콤보 차트 
- 예산과 실적을 비교하는 겹친 막대 차트
- 이벤트 구간을 표시하는 꺾은선형 차트
- 꺾은선형 차트 시각화를 위한 그라데이션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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