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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을  

마우스로 셀을 이동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원하는 곳으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 하신 뒤, 왼쪽버튼을 클릭하시면 마우스가 있는 곳의 셀이 선택됩니다. 

 
 

       이동하고자 하는 셀이 화면에 안 보일 경우, 

마우스로 이동하고자 하는 셀을 클릭하기 위해서는 셀이 위치한 곳으로 화면을 이동해줘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시트를 이동하거나 화면 확대 축소를 위해서는 엑셀 왼쪽에 위치한 스크롤바, 그리고 화면 

좌측하단에 있는 화면배율 조정바를 이용합니다. 

   

  

1. 마우스로 셀 이동하기 

선택된 셀 위에서, 

2. 셀 주변에 마우스를 가져갈 경우 커서가 ‘크로스화살표’로 

변하게 됩니다. => [끌어서 이동 -> 셀 안의 내용 이동하기] 

3. 셀 우측하단에 마우스를 가져갈 경우 커서가 

‘검정색십자가’로 변하게 됩니다. => [자동채우기] 

1. 시트 위에서 마우스 커서가 

‘흰색 십자가’로 있을 때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 해당 셀이 선택됩니다. 

스크롤바를 이용하여 

화면상에 보이는 시트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화면배율버튼 조정바를 이용하면 

시트의 배율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Ctrl] + [마우스 휠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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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로 셀을 이동하는 데에는 크게 2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방향키] 로 이동하기 

2. [탭(Tab)키] + [엔터키]로 이동하기 

2 가지 방법 모두 잘 숙지해두시면, 이후 실무에서 엑셀을 다루실 때 작업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2-1. 방향키 / 탭(Tab)키 / 엔터(Enter)키의 셀 이동 요약표 

 방향키 탭(Tab)키 / 엔터(Enter)키 

키보드 모양 
  ,  

셀 이동 동작 
화살표 모양대로 위/아래/왼쪽/오른쪽 

한 칸씩 이동 

탭(Tab)키: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 

엔터(Enter)키 : 아래로 한 칸 이동 

추가행동(액션)키 

[Ctrl]키와 동시에 입력 

- 해당 방향으로 연속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 연속된 데이터의 마지막 셀로 

이동.  

- 해당방향으로 빈 셀이 위치한 경우, 

해당 방향으로 데이터가 위치한 첫번째 

셀로 이동. 
(직접 사용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Shift]키와 동시에 입력 

기존에 하던 동작에서 반대로 이동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축키입니다) 

 

2-2. [방향키]로 이동하는 것과 [탭(Tab)]키로 이동하는 것의 차이점 

방향키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직관적이고 화살표에 보이는 대로 사용자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탭(Tab)키와 엔터(Enter)키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아래 비교화면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방향키로 이동 후 엔터를 누르면, 마지막에 위치한 셀에서 바로 아래 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탭키로 이동 후 엔터를 누르면,입력을 시작한 셀 (자료의 시작부분) 의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2. 키보드로 셀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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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키와 엔터키는 언제 이용하나요? 

엑셀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하나 직접 입력하는 것도 

엑셀에서 일어나는 작업중 하나입니다. 

탭(Tab)키와 엔터(Enter)키는 엑셀에서 새로운 자료를 입력할 때 사용하시면 새로운 자료를 매우 손 쉽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2-3. 많은 양의 엑셀 자료를 다룰 때 꼭 필요한 단축키, Ctrl + 방향키 

엑셀을 이용하다 보면 많은 양의 자료가 포함된 표를 다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양의 자료를 

다룰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필터기능’도 있겠지만, 많은 양의 자료 중 ‘첫번째 값’과 ‘마지막 값’ 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Ctrl 키와 방향키를 이용하면 데이터의 첫번째부분/마지막부분으로 매우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몇가지 예시를 보면서 각 상황별로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키 입력 후, 왼쪽으로 두 칸을 

이동해서 새로운 자료를 입력해야 됨. 

반면에 탭(Tab)키를 이용 할 경우, 

다음 행의 첫번째 위치로 바로 이동하게 되므로 

보다 빠르게 자료입력이 가능.  

Ctrl + 오른쪽 방향키 입력 

: 해당방향 연속된 데이터의 마지막 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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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l + 아래 방향키 입력 

: 해당방향 연속된 데이터의 마지막 셀로 이동 

(자료의 개수에 상관없이, 데이터가 빈 셀 없이 

연속으로 나열되어 있다면, 연속된 데이터의 

마지막 셀로 이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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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중간 빈칸이 섞여있는 표의 끝부분으로 한번에 이동하는 방법 

만약 아래처럼 중간중간 빈칸이 들어가 있을 경우, 한번에 끝으로 이동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Ctrl + 오른쪽 방향키 입력 

: 오른쪽 연속된 데이터의 마지막 셀로 이동 

2. Ctrl + 오른쪽 방향키 입력 

: 오른쪽으로 연속된 데이터가 없으므로, 

빈칸은 건너뛰고 해당방향의 데이터가 

위치한 첫번째 셀로 이동  

마우스를 이용 할 경우, 

좌측에 위치한 스크롤 바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양이 많을 경우 많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Ctrl 키와 방향키를 사용한다면, 좀 더 빠르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1. 시트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아무 곳이나 다른 셀로 이동합니다. 

2. Ctrl + 방향키를 눌러 시트의 맨 마지막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에서는 맨 아래 부분으로 이동) 

3. 표의 끝부분으로 이동 할 수 있는 곳 (화면에서는 A 열) 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4. Ctrl + 방향키를 눌러 표의 맨 끝부분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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