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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s

Macro란?                  

엑셀의 고급 기능 중 하나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작업들을 하나의 Macro로 묶어서

쉽고 빠르게 여러 작업을 한번에 수행

목표

엑셀의 Macro기능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Macro 저장

-다양한 모양의 버튼을 이용한 Macro의 실행



Macro 저장하기

1. Macro  기록하기



Macro 저장하기

[보기] – [매크로] – [매크로 기록] 

1. Macro  기록하기



Macro 저장하기

1. Macro  기록하기

매크로 기록 창 : [매크로 이름 지정→’TD’로 지정] – [확인] 



Macro 저장하기

2. 1/T & D2 셀 채우기

1/T & D2 셀에 수식을 입력한다



Macro 저장하기

2. 1/T & D2 셀 채우기

1/T & D2 셀을 더블클릭을 이용하여 채운다



Macro 저장하기

3. 기록 중지

[보기] – [매크로] – [기록 중지] 



Visual Basic 에디터 창 띄우기

단축키 : [Alt] + [F11]  

Visual Basic



[모듈] – [Module 1] – [저장된 TD Macro] 

저장된 Macro 이름

Visual Basic

Visual Basic 에디터 창 띄우기



Macro기능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Ⅰ

Macro 실행하기

[보기] – [매크로] – [매크로 보기] 



Macro기능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Ⅰ

Macro 실행하기

매크로 : [TD 지정] – [실행] 



Macro기능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Ⅱ

도형을 이용한 Macro 실행하기

[삽입] – [도형] – [원하는 도형] 



Macro기능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Ⅱ

도형을 이용한 Macro 실행하기

[도형 마우스 오른쪽 클릭] – [매크로 지정] 



Macro기능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Ⅱ

도형을 이용한 Macro 실행하기

[매크로 지정 창 : [TD 지정] – [확인] ] –[도형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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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s

Macro 저장하기

Macro기능을 이용하여 계산하기Ⅰ : 저장한 Macro실행

Macro기능을 이용하여 계산하기Ⅱ : 도형 이용한 Macro실행

엑셀의 고급 기능 중 하나

: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작업들을 하나의 Macro로 묶어서

쉽고 빠르게 여러 작업을 한번에 수행

Macro 기록하기 – 계산 셀 채우기 – 기록 중지

Visual Basic 에디터 창 띄우기 Alt + F11 

[보기] – [매크로] – [매크로 보기] 

매크로 창 : [TD 지정] – [실행]

[삽입] – [도형] – [원하는 도형] – [도형 마우스 오른쪽 클릭] – [매크로 지

정] – [ 매크로 지정 창 : [TD 지정] – [확인] ] –[도형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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