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C:\ICDL\Module6\제안.pptx 파일을 불러오시오.

‘프로젝트 개요.pptx’ 파일을 ‘개요/서식 있는 텍스트’형식으로 ‘프로젝트 개요.rtf’로 저장하시오.

예제 서식 파일을 이용해서 ‘기획서’의 새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C:\ICDL 폴더에 ‘기획서제작'라는 파

일 이름으로 저장하시오. ’프로젝트 개요.pptx‘ 파일로 화면 전환 한 후 ’프로젝트 개요.pptx‘ 문서를 닫으

시오.

현재 슬라이드에서 상태표시줄에서 화면 보기를 ‘50%’로 화면 축소하고, 현재창에 맞추시오.

[준비파일] C:\ICDL\Module6\프로젝트 작성.pptx

‘슬라이드 쇼’ 메뉴를 확인한 후, 리본 메뉴를 최소화시키시오.

현재 프로그램 옵션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자 이름을 ‘김태백'으로 변경하고 기본 파일 위치를 

“C:\ICDL"으로 변경하시오.

도움말 기능을 사용하여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SmartArt 그래픽에 애니메이션 적용’에 

대해서 열람하시오.

프레젠테이션 보기 유형과 그에 알맞은 설명을 각각 연결하시오.

기본보기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주 편집 보기이며 슬라이드 및 개요보기
창, 슬라이드창,  슬라이드 노트창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 보기
슬라이드를 축소판으로 표시하는 보기입니다. 슬라이드의 순서를 이동, 삭제
하여 쉽게 정렬 및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읽기용보기
프레젠테이션을 대형 화면에서 청중에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이 자
신의 컴퓨터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보도록 할 때 사용합니다.

슬라이드노트보기
청중에게 프레젠테이션 발표에 사용하며, 청중이 보는 것과 동일한 프레젠테
이션을 보게 됩니다.

여러 
슬라이드보기

프레젠테이션 발표 시에 현재 슬라이드와 관련된 노트를 입력할 수 있고, 인
쇄하여 발표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프레젠테이션을 ‘여러 슬라이드’ 보기로 변경한 후, 3번 슬라이드로 이동하시오.

3번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을 ‘콘텐츠 2개’로 변경하시오 

[준비파일] C:\ICDL\Module6\해저터널.pptx

모든 슬라이드에 자주색배경의 테마를 적용하고, 슬라이드 테마색을 ‘흐름’으로 변경하시오.

2번 슬라이드에만 녹색배경의 테마를 적용하고, 배경스타일을 ‘스타일 10’로 설정하시오.

 

3번 슬라이드의 배경을 그라데이션 효과로 채우시오. 단, 그라데이션 효과는 임의의 색으로 지정하시오.

4번 슬라이드 다음에 ‘캡션 있는 그림’ 레이아웃이 적용된 슬라이드를 추가하고 제목 상자에 ‘해저터널 

시공 기법’을 입력한 후, Enter키를 누르시오.

현재 슬라이드 다음에 ‘비교 슬라이드’ 레이아웃으로 슬라이드를 추가하고, 3번 슬라이드의 제목을 왼쪽

에, 4번 슬라이드의 제목을 오른쪽에 복사하시오.

5번 슬라이드를 삭제하시오.

마스터에서 비교 레이아웃에 오른쪽 상단에 ‘C:\ICDL\Modul6' 폴더에 있는 ‘해저터널.PNG' 그림을 삽입

하시오.

1번 슬라이드로 이동한 후 모든 슬라이드 바닥글에 ‘해저터널 이야기’ 문구를 추가한 후, 현재 선택된 

슬라이드에 입력한 바닥글을 왼쪽 맞춤으로 정렬하시오.

모든 슬라이드에 ‘웃는모습’으로 검색한 임의의 클립아트를 상단 우측에 삽입하고, 제목 슬라이드에만 숨

기시오.



[준비파일] C:\ICDL\Module6\전화 친절도 측정.pptx

제목 슬라이드를 제외한 모든 슬라이드 바닥글에 날짜 ’2013/02/25’을 입력하고 슬라이드 번호를 적용하

시오. 단, 날짜는 업데이트 되지 않도록 입력하시오.

다음 중에서 슬라이드 작성에 있어 바람직한 방법을 모두 고르시오.

① 청중이 발표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당한 화면효과와 애니메이션을 적용한다.

② 간결하고 정확한 단어와 문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제작한다.

③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슬라이드에 꽉 채운 문장을 작성한다.

④ 청중의 흥미를 위해 무조건 많은 애니메이션을 적용한다.

2번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제목을 ‘조사 목적’ 으로 변경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정렬한 후, 제목에서 ‘조

사’ 단어를 복사하고, 3번 슬라이드로 이동하여 제목의 ‘대상’ 전에 클립보드에 저장된 내용을 붙여넣기 

하시오.

2번 슬라이드를 선택하여 본문의 세 번째 항목에 ‘고품질의 고객만족 실현’을 입력하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저장하시오. 

슬라이드 6의 제목 내용에서 ‘전체’를 삭제하고, 본문 내용에서 ‘전화친절서비스지수’를 제목 내용 ‘조사

결과’ 전에 텍스트만 유지하여 이동하시오. 단 마우스를 사용하지 말고 이동하시오.

4번 슬라이드에서 본문의 ‘mystery shopping’ 텍스트 속성을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시되도록 지정하시

오.

현재슬라이드에서 제목의 글꼴 색상을 노랑색으로 변경하고 글머리 기호로 작성된 목록의 ‘텍스트 그림

자’를 적용하시오.

6번 슬라이드의 제목에 ‘단계별 결과’를 입력하고, ‘가운데 맞춤’ 으로 정렬, ‘위쪽 맞춤’으로 지정하시오.

 

5번 슬라이드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을 선택하여, 글머리 기호의 스타일을 ‘별표’로, 두 번째와 네 

번째 단락을 선택하여, 글머리 기호의 스타일을 ‘화살표’ 글머리 기호로 각각 변경하시오.



5번 슬라이드의 두 번째 단락을 한 단계 목록 수준을 늘림(들여쓰기 수준 높임)한 후에,  ‘실행취소’ 시

키고 다시 ‘반복실행’ 하시오.

6번 슬라이드의 본문의 글머리 기호를 ‘A.B.C.’ 형식의 번호 매기기로 변경하고 줄 간격은 ‘1.5줄’, 단락 

앞 간격은 ‘20’pt, 단락 뒤 간격은 ‘20’pt로 설정하시오.

 

2번 슬라이드에 2열 5행의 표를 삽입하고, 첫 행의 각 셀에 ‘날짜’ , ‘일정’ 을 입력하시오.

[준비파일] C:\ICDL\Module6\표만들기.pptx

표의 2열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열을 삽입하고 5행을 삭제하시오.

표의 두 번째 열의 너비를 ‘7cm’로, 첫 번째 행의 높이를 ’2cm’로 지정한 후, 첫 번째 행을 선택하고 세

로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하시오. 

3번 슬라이드의 차트에서 ‘분기별 실적’ 이라는 제목을 위쪽에 추가하고 Enter 키를 누르시오. 

[준비파일] C:\ICDL\Module6\차트.pptx

3번 슬라이드 차트에서 ‘South’ 항목의 ‘1st Qtr’ , ‘2nd Qtr’ 계열의 값을 각각 ‘30’과 ‘50’로 변경하시오

 

3번 슬라이드 차트에서 데이터의 행/열을 전환하고, ‘South’ 계열 색상을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이용하

여 임의의 색상을 지정하시오

4번 슬라이드의 차트의 ‘백분율’ 형식의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가운데’로 지정하시

오. 

5번 슬라이드에 삽입된 차트의 ‘정보통신기기’ 계열을 선택하고 차트 종류를 ‘꺽은선형’ 의 네 번째 유형

으로 변경한 후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종료하시오.



3번 슬라이드의 조직도를 삽입하여 최상위 도형에는 ‘웹비즈사업부’, 보조좌에는 ‘업무지원팀’ 하위 도형

에는 왼쪽부터 ‘기획팀’, ‘개발팀’, ‘디자인팀’을 입력하시오.

[준비파일] C:\ICDL\Module6\Web Biz Team.pptx

기획팀 아래에 2개의 도형을 삽입하고, 디자인팀 뒤에 도형을 추가하여 ’영업팀’ 이라고 입력하고 완료

하시오.

 

현재 조직도형 SmartArt에서 ‘업무지원팀’를 삭제한 후 현재 조직도형의 레이아웃을 ‘양쪽 균등 배열’로 

변경하시오.

4번 슬라이드에 ‘비즈니스’로 검색대상을 사용하고 검색형식은 ‘그림’ 과 ‘사진’으로 검색하여 클립아트를 

삽입하시오.

[준비파일] C:\ICDL\Module6\사업보고서.pptx

3번 슬라이드에 ‘C:\ICDL\Module6’ 폴더 안에 들어있는 ‘큐브’ 이미지를 삽입한 후 오른쪽 상단으로 이

동하고, 이미지의 크기를 높이 ‘5cm’, 너비 ‘7cm’로 지정하시오.

3번 슬라이드에 ‘컴퓨터’ 이미지를 좌우로 대칭 시키고, ‘-13도’ 회전하시오.

5번 슬라이드의 상단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4개를 선택하여 사각형 도형을 ‘중간 맞춤’하고, ‘가로 간

격을 동일하게’ 맞취오.

6번 슬라이드의 위쪽에 ‘빗면’ 도형을 삽입한 후, 빗면 도형에 ‘드림 IT’ 라는 텍스트를 입력하고, 글꼴 

‘맑은고딕’, 크기 ‘40pt’, ‘굵게’, 글꼴색 ‘흰색’으로 지정하시오.

슬라이드 6번 ‘빗면’ 도형의 채우기는 ‘연한 파랑’ 윤곽선 두께는 ‘4pt’로, 윤곽선의 색상은 ‘흰색’으로 변

경하고, 임의의 ‘네온’ 효과를 적용하시오.



5번 슬라이드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입력되어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의 모양을 ‘순서도: 천공 

테이프’로 변경하고, 제일 앞으로 나오도록 하시오.

5번 슬라이드의 아래에 삽입된 삽입된 ‘순서도: 천공 테이프’, ‘원형 화살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

형을 선택한 후, 그룹으로 지정하고,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시오.

6번 슬라이드에 ‘빗면’ 도형을 1번 슬라이드 상단에 복제하시오.

 

3번 슬라이드 제목에 ‘회전’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고, ‘물결’ 효과를 추가하시오.

[준비파일] C:\ICDL\Module6\좋은일터.pptx

모든 슬라이드에 전환 효과 ‘나누기’를 적용하고, ‘1초’동안 전환 효과가 재생 되도록 설정하시오.

 

2번 슬라이드 노트에 ‘좋은 일터 만들기’라고 입력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저장하시오.

4번 슬라이드를 숨기기 하고, 다시 슬라이드 숨기기 취소하시오.

맞춤법 검사를 하여, 오류를 수정하시오.

[준비파일] C:\ICDL\Module6\웹표준.pptx

프레젠테이션의 처음부터 슬라이드쇼를 실행하고 4번째 슬라이드로 이동하고, 4번째 슬라이드에서 ‘쇼 

마침’을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슬라이드 크기를 ‘Ledger 용지(11x17in)’로 변경하고, 슬라이드 노트의 방향을 ‘가로’로 

변경하시오

1번, 3번, 4번, 5번 슬라이드를 한 페이지에 슬라이드 2장으로 3부 세로 방향, 회색조로 인쇄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