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GuidePro를 이용하여 Data를뽑고 엑셀 함수를이용하면간단한 My Report를만들수있습니다.
My Report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몇가지 엑셀 함수를정리해보았습니다.

정렬 조건을 지정하여 정렬하기
[데이터]-[정렬]메뉴를 클릭하면 정렬한 조건을지정하여데이터를정렬할수있습니다. 조건을 지정하면 보다정밀하게정렬
할수 있습니다.

정렬하고 싶은 데이터 중에 셀포인트를 위치시키거나셀범위를지정한다음 [데이터]-[정렬]메뉴를 클릭합니다.
[정렬]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첫째기준]과 [둘째기준]을선택하고, 각각정렬방법을선택한후 [확인]단추를 클릭합니다.

[첫째기준]으로 정렬하였습니다.

엑셀 기본 함수



=Today() 현재의 날짜 구하기
컴퓨터 시스템의 시계를 이용하여 현재 날짜를구하는함수입니다. 구해진값은일련번호로 나타납니다.

 인수는 필요 없지만(  )는 필요합니다. Today 함수로구한값은워크시트가갱신될때자동으로 변하며,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으로 계속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내용을입력하는등의동작이있어야만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인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의::
만약 결과값이 "#########"로나타나면 대부분은셀폭이좁아서생기는것이므로셀폭을 늘려 주면 됩니다.
그리고 강제로 날짜를 갱신하려면 [F9]키를 누르면됩니다.

=Today( )            
현재 날짜를 구합니다.

= If  조건에 따른 결과값 나타내기
=If(논리식,참인경우,거짓인 경우)
논리적 검사를 평가하여 그 값이 True 인 경우 특정값을나타내고, False 인경우에는다른 값을 나타냅니다.

논리식
논리값 True 또는 False 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이되는값이나수식을지정합니다. 각값은 콤마로 논리식을 구별합니다.

참인경우
인수[논리식]가 True를 나타내는 경우에 실행하는내용을지정할수있습니다. 문자열,수치,수식을 사용할 수있습니다.

거짓인 경우
인수[논리식]가 False 를 나타내는 경우에 실행하는내용을지정할수있습니다. 문자열,수치,수식을 사용할 수있습니다.

::주의::
좀 더 자세하게 검사하기 위해 If 함수 안에 또 다른 If함수를중첩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중첩할 수 있는 If 함수는최대 7개
까지 가능합니다. 인수에서 [참인 경우]와 [거짓인경우]를생략할수있으며, 생략된곳은 0을 입력한 것과 같게됩니다.
예를 들어 =If (A1 >10,0,300)을 입력하였다면 A1의값이 10보다크면 0이나타나고, A1의값이 10보다 작거나같으면 300이
나타납니다.

= If(A1,B1/10,B1+10)   
A1셀의 데이터나 수식의 결과가 True인 경우에는 B1셀의수식을 10으로나누고, False인경우에는 B1셀의 수치에 10을
증가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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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error  에러값이 있을 때 True로 나타내기
=iserror(검사대상)
인수로 지정한 셀의 수식에서발생하는 모든 종류의에러값이나타나는경우에논리값 True를 나타냅니다.

검사 대상
검사 대상이 되는 셀 참조를 지정합니다.

=iserror(A1)
A1셀의 수식이 에러값을 나타내고 있는 지 확인합니다.

=Iserror(Rose)
셀 범위명이 "Rose"에 해당하는 셀의 수식이 에러값을나타내고있는지를확인합니다.

=Iserror(sum(A1:A10))
인수로 지정한 수식의 결과가에러값을 나타내는지를확인합니다.

= Text 지정한 표시 형식으로 텍스트 변환하기
=Text(수치값, 표시형식)
인수로 지정한 값을 문자열로변환합니다. [표시형식]에서값의표시형식을지정합니다.

값
문자열로 변환할 수치가 입력되어 있는 셀 참조나셀범위명, 또는수치를직접지정할수있습니다. 셀 참조와범위명을
지정하는 경우 여러 개의 셀을참조하면 에러값 #Value!가나타납니다.

표시형식
수치를 문자열로 변환할 때 나타낼 표시형식을지정합니다. 표시형식을지정하는방법은셀의 표시형식 지정방법과
같습니다.

::주의::
[서식]-[셀]-[표시형식]텝에서 셀 서식을 정하면 값은 변경되지 않고 서식만 변경됩니다. Text함수를 사용하면 값은
서식이 지정된 텍스트로 바뀌고 그 결과는 더 이상숫자로계산되지않습니다.

=Text(30051,"yyyy/m/d")
수치 30051을 서식정의 문자열"yyyy/m/d"에 맞추어날짜형식의문자열로변환하여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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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  지정 위치에서 지정한 수의 문자열 나타내기
=Mid(문자열,시작위치,문자수)
인수로 지정한 문자열 중 지정위치에서 지정한수의문자열을표시합니다.

문자열
추출한 문자가 위치한 문자열입니다. 수치가 입력된셀을참조하는경우표시형식은무시하게 됩니다.
셀 참조의 경우 여러 개의 셀을 참조하면 에러값 #Value!가나타납니다.

시작위치
문자를 추출해낼 시작위치를나타냅니다. =Mid()함수는문자수를지정합니다.

문자수
나타나는 문자 수를 지정합니다. 셀 참조의 경우한셀만을지정해야합니다. 논리값 True는 1, 논리값 False는 0을의미합니다
음수 또는 문자열을 지정하면에러값 #Value!가나타납니다.

=Mid(A1,5,3)
A1셀에 입력한 문자열에서 다섯 번째 글자부터세글자를나타납니다.

=Left 왼쪽에서부터 지정한 수의 문자열 나타내기
=Left(문자열, 문자수)

문자열
추출해낼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열입니다. 수치가입력된셀을참조하는경우표시형식은 무시하고, 수치를왼쪽
숫자부터 지정한 수만큼 표시합니다.

문자수
Left함수는 추출해 낼 문자수를 지정합니다. 문자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만일 음수 또는 문자열을 지정하면 
에러값 #Value!가 나타납니다. Left함수의 경우 문자열의 길이보다 길면 문자열을 모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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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ookup 열에서 조건에 맞는 값 검색하기
=Vlookup(검색값,범위,행번호[,검색유형])
[검색값]과 [범위]를 지정하고, 범위에서 지정한열에서조건을만족하는값을검색합니다.

검색값
검색값을 지정합니다. 수치나문자열 어느 것이든검색할수있습니다.[검색값]으로수치를 사용하는 데 검색 대상이되는
되는 범위에 입력하는 최소값보다 작은 경우나 [검색값]으로문자열을사용하는데일치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경우는
에러값 #N/A가 나타납니다.

범위
검색대상이 되는 셀 범위가 배열을 지정합니다. 지정하는셀범위와배열의왼쪽열을검색합니다.

열 번호
[범위]에서 어떤 열의 값을 나타낼 것인지 지정합니다. 열번호에 지정된 소수점 이하는 무시됩니다. 
공백, 문자열,0, 또는 음수를 지정하게 되면 에러값 #Value!가나타납니다.

검색유형
Vlookup함수에서는 검색유형으로 논리값 True나 False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유형을 생략하면 True를 입력한  
것과 같습니다. True의 경우 [검색값]에 지정한값과같은값이없는경우에 [검색값]보다작은 값 중에서 최대값을
[검색값]보다 작은 범위에 가장 근접한 값이 검색대상이 됩니다. Vlookup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것인지,
근사값을 찾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논리값입니다. True이거나생략되면정확한값이없는경우 근사값 즉 lookup_value
보다 작은 값 중에서 최대값을찾습니다. False 이면정확하게일치하는값을찾으면만일일치하는 값이 없으면
#N/A 에러값을 표시 합니다.

=Vlookup(182-0021",A1:B256,2)
"182-0021"문자열을 A1:B256범위의 가장 왼쪽열(여기서는 A열)에서검색합니다. 해당문자열이 있는 경우 같은행의 2
열에서 B열 셀에 입력한 값을나타냅니다.

=Vlookup(A1,B1:C6,2,False)
A1셀에 입력한 문자열이 수치가 B1:C6범위의 가장왼쪽열(여기서는 B열)에서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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