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잡한 업무 단숨에 자동화! 엑셀 매크로와 VBA기본부터 실무까지
엑셀 매크로와 VBA기초부터 실무활용까지 완전정복

강의 주요 내용
1강. 매크로와 VBA 사용에 꼭 필요한 기본기 익히기
- 매크로와 VBA 기본 다지기
- 자동 매크로 기록과 VBA편집기 다루기
- 데이터 편집을 자동화하는 절대 참조 매크로 만들기
- 오류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 이동과 삭제를 자동 반복하는 상대 참조 매크로 만들기

2강. 프로젝트 예제1 :선택한 사업부 실적만 표시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 행 숨기기와 숨기기 취소 매크로 기록하기
- 매크로 코드 수정한 후 복사하기
- 양식컨트롤 단추에 매크로 연결하여 실행하기

3강. 프로젝트 예제2 : RawData를 자동으로 편집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 셀 데이터 이동과 행 삭제 상대 참조 매크로 기록하기
- 반복문과 조건부 추가하여 프로그램 완성하기
- 추가 기능으로 저장하여 빠른 실행 도구 단추로 매크로 실행하기

4강. 프로젝트 예제3 : 양식 컨트롤을 이용한 데이터 검색 프로그램 만들기
- 양식 컨트롤 삽입하여 검색 폼 만들기
- 함수를 이용하여 컨트롤을 셀과 연결하기
- 고급 필터 매크로 기록하여 프로그램 수정하기

5강. 프로젝트 예제4 : 데이터 편집과 서식 설정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 행과 열을 삽입하고 제목을 만드는 매크로 만들기
- 함수로 번호 입력하고 복사하는 매크로 만들기
- 전화번호 뒷자리 보호 처리하는 매크로 만들기
- 전체 데이터 셀 서식을 설정하는 매크로 만들기
- 4개의 매크로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메인 매크로 만들기

6강. VBA 코딩에 필요한 문법 익히기
- VBA 구성요소와 개체, 속성, 메서드 살펴보기
- 모듈 추가하고 Sub 프로시저 작성하기
- 변수 선언과 사용방법 살펴보기

7강. 프로젝트 예제5 : 시트와 파일로 데이터를 분리하는 실무 프로그램 만들기
- 필터를 이용하여 그룹별 데이터 목록을 시트별로 분리하는 매크로 기록하기
- 변수를 사용하여 필터와 복사 작업을 반복하도록 프로그램 수정하기
- 파일로 데이터를 분리하여 자동 저장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8강. 프로그램 실행을 제어하는 핵심 제어문 익히기
- MsgBox 함수와 IF 조건문으로 실행할 문장 선택하기
- InputBox 함수와 InPutBox 메서드로 데이터 입력받고 오류 점검하기
- For Next 문으로 월별 시트 추가하고 시트명 자동 변경하기
- 중첩 For Next 문으로 행과 열을 교차하며 실행시키기
- For Each 문으로 하이퍼링크가 설정된 목차 시트 만들기
- 여러 시트에 분리된 데이터를 한 시트로 취합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 파일로 분리된 데이터 한 시트에 취합하는 프로그램 소스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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