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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링크 설정 

및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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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옵션]  [언어교정]  [자동고침옵션] 

을 클릭합니다. 

   

 

 

 

 

 

[자동고침옵션]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새로운 창에서, 

[입력할 때 자동 서식] 탭을 클릭한 뒤, [인터넷과 네트워크 

경로를 하이퍼링크로 설정] 옵션을 체크해제 합니다. 

이후부터는 이메일주소나 홈페이지주소를 입력하여도 자동으로 

하이퍼링크가 설정되지 

않습니다. 

 

 

 

 

하이퍼링크를 잘 응용하면 더 깔끔하고 보기 좋은 서류작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1] 같이 메일주소가 길게 나열되어 

있는 형태를 [그림 2] 처럼 더 간결한 형태로 바꾸거나 

또는 [그림 3]처럼 버튼을 활용하여 하이퍼링크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1] 이메일주소를 그대로 나열하여 입력 

 

 

 [그림 3] 버튼을 활용하여 

하이퍼링크를 연결                                

                                                        

              [그림 2] 간결한 셀 내용으로 하이퍼링크를 설정 

1. 하이퍼링크 자동설정 해제하기 

2. 원하는 셀에 하이퍼링크 설정하기 



오빠두엑셀 E-Book [첫걸음 2-1]   하이퍼링크 설정 및 사용법                 http://www.oppadu.com 
 

 Copyright © 2018 by 오빠두                                   2 

 

                              하이퍼링크를 연결하고 싶은 셀에서 우클릭하여 [링크]를  

                              선택합니다. 

 

 

 

 

좌측에서 [기존파일/웹페이지] 탭을 선택 한 뒤, 

연결하고자 하는 이메일주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메일주소와 홈페이지주소를 입력하면 엑셀에서 자동으로 

인식하여 하이퍼링크형태를 잡아줍니다. 

 

[삽입]  [그림] 을 클릭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또는 예제에 사용된 “메일보내기” 이미지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하세요) 

 

 

          첨부된 이미지를 우클릭하여 [링크]로 이동한 뒤,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하는 이메일주소나 홈페이지주소로  

          하이퍼링크를 연결해줍니다. 

 

 

 

 

  

1. 선택한 셀 내용에 하이퍼링크 설정하기      

2. 첨부된 이미지에 하이퍼링크 설정하기      



오빠두엑셀 E-Book [첫걸음 2-1]   하이퍼링크 설정 및 사용법                 http://www.oppadu.com 
 

 Copyright © 2018 by 오빠두                                   3 

 

셀 내용이 하이퍼링크로 연결되 있을 경우, 셀 위로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마우스 커서가 손가락모양으로 

바뀌면서 원하는 부분의 편집이 쉽게 안됩니다. 

그럴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셀의 내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셀의 빈 공간을 클릭하면 해당 셀을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셀에 빈 공간이 없을 경우, 주변 

셀을 클릭하여 키보드 방향키를 이동하여 하이퍼링크가 

연결된 셀로 이동합니다. 

 

 

 

그 후, 상단의 수식입력줄을 통하여 편집하거나 또는 키보드 

[F2]키를 눌러 셀 안의 내용을 바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셀에서 마우스를 길게 클릭한 채로 유지할 

경우, 커서가 손가락모양에서 십자가모양으로 바뀌면서 해당 

셀이 선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빠두엑셀 – 기초 첫걸음 2-1 영상강의를 참고하세요! 

 

 

 

3. 하이퍼링크가 연결된 셀 쉽게 편집하기 

1. 하이퍼링크가 연결된 셀의 빈 공간을 클릭      

2. 하이퍼링크 주변 셀을 클릭하여 키보드 방향키로 이동   

3. 하이퍼링크 연결된 셀에서 클릭을 길게  유지      

http://www.oppadu.com/엑셀-기초-강의-엑셀-하이퍼링크-설정-및-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