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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인접한 셀들을 한번에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2 가지 방법을 사용하세요. 

1-A. 키보드 Shift키를 누른 채, 방향키를 움직여 여러 

개의 인접한 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A. 키보드 F8키를 누르면 [확장선택모드]로 

들어갑니다. 그 후 방향키를 움직이면 여러 개의 인접한 

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배운 Ctrl 키를 같이 응용하면 인접해 있는 여러 개의 셀을 방향키 한번으로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키보드 F8 키를 눌러 [확장선택모드]로 들어가신 뒤 Ctrl키와 방향키를 동시에 입력하거나 또는  

2. 키보드 Shift키와 Ctrl키 그리고 방향키를 동시에 입력해보세요.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개의 셀을 동시에 선택하고 싶을 경우, 

아래의 2 가지 방법을 사용하세요.  

2-A. 키보드 Ctrl 키를 누른 채, 마우스 클릭으로 분산된 여러 

개의 셀 또는 범위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2-B. 키보드 Shift 키 + F8 키를 동시에 누르면 

[추가선택모드]로 들어갑니다. 그 후 마우스로 분산된 여러 

개의 셀 또는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셀이 많을 경우, Ctrl 키를 계속 누른 상태로 

선택하는 것보다 [Shift + F8] 을 눌러 [추가선택모드]로 

들어간 뒤 선택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오피스 365 또는 그 이상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셀이나 범위를 잘못 선택했을 시 해당 셀이나 

범위를 다시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2. 분산된 여러 개의 셀을 한번에 선택하기 

       인접한 셀들을 한번에 선택하고 싶다면? 

1. 여러 개의 인접한 셀 한번에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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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셀의 전체 행과 열을 선택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3-A. 키보드 Shift + Space키를 누르면 현재 활성화된 셀의 전체 

행이 선택됩니다. 

3-B. 키보드 Ctrl + Space키를 누르면 현재 활성화된 셀의 전체 

열이 선택됩니다.  

3-C. 또는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셀이 포함된 연속된 전체 데이터를 선택하고 싶을 경우 Ctrl + A키를 

누르면 현재 활성화된 셀이 포함된 전체 데이터를 한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자료가 입력된 표를 다루다 보면, 수식검사 또는 입력된 값 비교를 위해 하나의 셀 또는 범위를 

선택한 채로 화면을 벗어나 다른 위치의 값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화면을 벗어난 셀의 

값을 확인한 뒤, 다시 선택되어 있는 범위로 돌아올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Ctrl + 뒤로가기()키 

를 입력하면 어떤 화면에 위치하더라도 현재 선택되어 있는 셀 또는 범위로 바로 이동합니다. 

 

만약 이동하고자 하는 셀 또는 범위 (사용자 지정 범위 포함)를 알고 있을 경우, 방향키나 마우스 

스크롤키로 이동하는 것보다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면 훨씬 빠르게 원하는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trl + G 키 

를 입력하면 [이동] 팝업창이 뜨고, 이때 

사용자가 지정해 놓았던 범위 또는 

이동하고자 하는 셀 범위를 직접 

입력하면 입력된 범위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사용자 지정범위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모든 범위의 위치를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화면 배율을 25%이하로 줄여보세요. 그럼 아래와 같이 사용자지정범위가 시각화 

되어 시트위에 표시됩니다. 

 

4. 현재 선택되어 있는 셀 또는 범위로 한번에 이동하기 

5. 화면 밖의 원하는 셀 또는 범위로 한번에 이동 및 선택하기 

3. 활성화 된 셀의 전체 행/열/범위 한번에 선택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