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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을  

 원하는 셀을 클릭 후 바로 입력 합니다. 

 기존 셀 안에 문장이 들어있을 경우, 기존 문장은 삭제되고 새로운 문장이 바로 입력됩니다. 

 따라서, 빈칸에 입력하거나 또는 셀 안에 내용을 지우고 입력하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셀 안에 오타가 있을 경우, 수정하고 싶은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간 후 더블클릭 합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부분부터 편집/입력이 가능합니다. 

 더 빠른 작업을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1. 셀 안에서 바로 입력하기 

2. 셀 더블클릭 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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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 키로 셀 내용을 편집할 경우, 마우스로 클릭하기 위해 손을 이동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장의 끝 부분부터 내용을 편집하고 싶을 경우, [F2]키를 이용하면 작업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꿀팁!] 문장 내에서 [Ctrl] 키와 

방향키로 이동하시면, 문장에서 

각 ‘낱말’ 단위로 이동 

가능합니다. 

 

 

 

 

 

 엑셀 화면의 중간에 위치한 긴 입력줄을 ‘수식입력줄’ 이라고 부릅니다. 

 시트에서 각 셀을 클릭 할 때마다 [셀 안에 입력된 함수/문장] 이 수식입력줄 안에도 표시됩니다.(그림 4-1) 

 시트 위의 ‘셀’ 에는 함수로 계산된 결과값이 표현되는 반면, ‘수식입력줄’에는 함수가 표시됩니다. (그림 4-2) 

그림 4-1 셀 안에는 함수로 인한 결과값, 수식입력줄 안에는 함수가 표시됩니다.        그림 4-2 셀 안에서 긴 문장이나 함수를 편집할 경우, 편집하는 셀 우측에 있는 내용들이 가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셀 안에 있는 내용을 ‘셀 안에서 바로 편집’ 하거나 또는 ‘수식입력줄 안에서 편집’ 할 수 있습니다. 

 긴 함수 또는 긴 문장을 셀 안에서 편집할 경우 편집하는 셀 주변에 있는 내용들이 함수나 문장에 의해 

가려지게 됩니다. 

 반면에, 수식입력줄을 통해 편집할 경우 주변 셀의 

내용이 가려지는 문제 없이 좀 더 보기 쉽게 편집 

가능합니다. (그림 4-3) 

 

 

  그림 4-3 수식입력줄에서 긴 문장을 편집할 경우에는 주변 셀이 가려지는 영향 없이 편집 가능합니다. 

   3. [F2] 키 누른 후 편집하기 

   4. 수식입력줄 안에서 편집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