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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범위를 적용하는데 크게 3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OFFSET 을 이용한 Dynamic Range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동적범위입니다. 속도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은양의 데이터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FFSET 동적범위’ 강의를 참조해주세요. 

 

• INDEX 를 이용한 Dynamic Range 

데이터의 양이 많을 경우, INDEX 를 이용하여 동적범위를 설정하면 보다 빠른 처리속도를 

보여줍니다. OFFSET 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동적범위 수식입니다. 

 

• Table(표기능)을 이용한 Dynamic Range 

엑셀에 기본적으로 내장된 표기능을 이용한 동적범위입니다. 초보자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며 다양한 기능을 같이 제공합니다. 하지만 표로 지정된 데이터범위를 유연하게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표(TABLE) 활용기초’ 강의를 참조해주세요. 

 

장단점비교 OFFSET/INDEX 동적범위 표(TABLE)기능 동적범위 

장점 1. 더욱 융통성있고 유연하게 원시자료(Raw 

Data)를 편집할 수 있음. 

2. 표기능보다 적은 단계로 적용가능 

3. 워크시트를 더욱 깔끔하게 사용가능 

 

1. 엑셀에 내장된 기능으로 초보자도 사용가능 

2. 같은 행의 특정 열에 빈칸이 있더라도 

동일한 표로 인식하여 범위를 자동으로 

잡아줌. 

3. 많은 양의 동적범위가 필요할 경우 

작업시간을 크게 줄여줌. 

 

단점 1. OFFSET 과 INDEX 함수에 대한 기본 지식 

필요. 

2. 해당 동적범위에 ‘빈칸’이 있을 경우, (특히 

데이터유효성-목록에 적용시), 동적범위 

안에 낭비가 발생. 

 

1. 표기능의 특성상 연속된 열(좌우로 연속된 

범위)에 한하여 동일한 표로 간주됨. 

2. ‘정규화’되지 않은 자료에는 표기능으로 

동적범위를 적용하기 어려움. 

 

 

  

1. Dynamic Range (동적범위)를 적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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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번호와 열번호는 ‘1’부터 시작 

‘0’ 입력 시, 전체행/전체열 참조 (참조형 INDEX 함수)  결과값: 배열(범위) 

예제 1)  

=INDEX($A$1:$D$4,1,3)     3 

=INDEX($A$1:$D$4,4,5)     #N/A 

예제 2) 

=INDEX($A$1:$D$4,0,3)     {3,7,11,15} 

=SUM(INDEX($A$1:$D$4,1,0))   10 

=SUM(INDEX($A$1:$D$4,0,0))   전체합 

 

 

 

 

상하범위: 고유값이 있는 범위 (빈칸 X) 

좌우범위: 머리글 범위 (빈칸 X) 

COUNTA 로 인한 빈칸인식 문제 해결은 ‘오빠두엑셀 함수마스터 1-3’ 강의를 참조하세요. 

 

 

 

 

 

분석 1) 

 결과값 : $C$10 

분석 2) 

 결과값 : $A$2:$C$10 

= INDEX ( 참조범위 ,  행번호(위아래) ,  [ 열번호(좌우) ] ) 

= 시작지점 : INDEX ( 참조범위 ,  COUNTA(상하범위) , COUNTA(좌우범위) ) 

= $A$2 : INDEX ( $A:$C ,  

      COUNTA( $A:$A ) , 

      COUNTA( $1:$1 ) ) 

= INDEX ( $A:$C ,  COUNTA($A:$A) , COUNTA($1:$1) ) 

= $A$2 : INDEX ( $A:$C ,  COUNTA($A:$A) , COUNTA($1:$1) )  

2. INDEX 함수 기초 

3. INDEX를 이용한 Dynamic Range (동적범위) 만들기 

3-A. INDEX 동적범위 예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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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함수를 이용해 한번에 모든 범위를 Dynamic Range(동적범위)로 설정하는 방법 

 단, 해당 시트안에 1 개의 데이터표만 존재해야 함. 

 

 

 

엑셀 2003 이전버전은, 65536 개의 행만 지원  

 

 

 

1. 자동 업데이트 차트 (표) 시트로 이동하여 데이터 아무 

곳이나 클릭한 뒤 [삽입] – [표] 를 클릭하여 표 만들기를 통해 

선택된 범위를 표로 변환합니다. (단축키 Ctrl + T) 

 

 

 

 

 

2. 변환된 표를 선택한 뒤, [삽입] – [추천차트]를 

클릭하여 차트를 삽입합니다. 

 

 

 

 

= $A$1 : INDEX ( $1:$104576 , COUNTA ( $A:$A )  ,  COUNTA ( $1:$1 )  ) 

3-B. INDEX 동적범위 예제 2 

4.자동 업데이트 차트 만들기  

4-A. 표(Table) 기능 이용하여 자동 업데이트 차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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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출액과 판매개수 사이에 격차가 크므로, 

그래프를 좀 더 보기 좋게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4. 차트에서 우클릭하여 [차트종류변경] – [콤보]를 

선택한 뒤 [판매개수]의 ‘보조축’에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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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후 표에 내용을 업데이트 하면 삽입된 차트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표기능을 이용할 경우, 아래 두가지 사항을 주의해주세요. 

  - 병합된 셀을 표로 변환할 경우, 병합된 셀이 분리됩니다. 

  - 변환된 표는 연속된 행/열의 데이터만 동일한 표의 내용으로 인식합니다.  

 

INDEX 함수를 이용한 동적범위 뿐만 아니라, OFFSET 함수를 이용한 동적범위도 자동업데이트 차트를 

만들기 위한 동적범위로 똑같이 적용 가능합니다. 

1. [수식] – [이름관리자]로 

이동하여 새로운 

사용자지정범위를 아래와 

같이 생성합니다. 

 

 

 

rng 날짜 =$A$2:INDEX($A:$A,COUNTA($A:$A)) 

rng 매출액 =$B$2:INDEX($B:$B,COUNTA($B:$B)) 

rng 판매개수 =$D$2:INDEX($D:$D,COUNTA($D:$D)) 

 

차트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머릿글을 제외한’ 범위입니다. 

셀병합이 된 범위를 동적범위로 설정할 시,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범위로 설정하는 것에 

주의하세요. (예: [B:C]의 병합된 셀의 경우, 실제 데이터는 [B]셀에 입력됨) 

  

4-B. INDEX 동적범위 응용하여 자동 업데이트 차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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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트로 변환할 범위를 선택한 뒤, 

[삽입] – [추천차트]로 이동하여 

차트를 삽입하세요. 

 

 

 

 

 

3. 매출액과 판매개수 사이에 격차가 크므로, 

그래프를 좀 더 보기 좋게 변경하기 위해 

차트에서 우클릭하여 [차트종류변경] – [콤보]를 

선택한 뒤 [판매개수]의 ‘보조축’에 체크합니다.  

 

 

 

 

 

 

 

4. 차트에 연동된 데이터계열을 방금 

생성한 ‘동적범위’로 바꾸기 위해, 

차트에서 우클릭한 뒤 [데이터선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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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합된 셀로 인해 나타난 <빈데이터계열>은 

제거한 뒤, [범례항목]에서 ‘매출액’과 

‘판매개수’의 [편집]을 클릭하여 동적범위로 

계열값을 변경해줍니다. 

 

 

 

 

계열값을 동적범위로 설정할 때, 입력된 범위의 워크북을 지정해주는 느낌표(!) 뒤에 동적범위를   

입력하는 것에 주의하세요.  (예: ‘시트명’!rng 범위) 

6. 가로축항목(레이블)에서도 [편집]을 클릭하여 

동적범위로 계열값을 변경해줍니다. 

 

 

 

7. 표 안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면 차트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빠두엑셀 함수마스터 1-2 영상강의를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