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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일] 탭-[새로 만들기]-[예제 서식 파일]을 클릭하고, 서식 파일 중 '프로젝트 상태 보고서'를 선택한 후 [만들기] 버튼을 
누른다.

2. [파일] 탭-[저장]을 클릭하고, 저장 위치를 '바탕 화면'으로 변경한다.
3. 파일명을 '프로젝트 보고서'로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른다.

1. 상태 표시줄에서 확대/축소 조절자를 이용하여 70%로 변경한다.
2. [보기] 탭-[확대/축소] 그룹-[창에 맞춤]을 클릭한다.

1. [파일] 탭-[인쇄]를 클릭한다.
2. 유인물 항목에서 [2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복사본에 '5'를 입력한 후 [인쇄] 버튼을 누른다.

1. [디자인] 탭-[테마] 그룹-[자세히] 단추를 클릭한다.
2. 디자인 테마 중 '자주색' 테마에서 바로 가기 메뉴의 [선택한 슬라이드에 적용]을 클릭한다.
3. [디자인] 탭-[테마] 그룹에서 [색]-[도시]를 선택한다.

1. [전환] 탭-[슬라이드 화면 전환] 그룹-[자세히] 단추를 클릭한다.
2. 은은한 효과 중 '자르기'를 선택하고, [전환] 탭-[타이밍] 그룹의 기간에 '2초'를 입력하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저장]

을 클릭한다.

1.'팀 작업 PT.pptx' 문서를 열고 2번 슬라이드의 클립아트를 선택한다.
2. [그림 도구]의 [서식] 탭-[정렬] 그룹의 [회전]-[좌우 대칭]을 클릭한다.
3. 를 누른 상태에서 개체의 꼭짓점에서 그림 안쪽으로 드래그하여 크기를 줄인다.
4. 클립아트 개체를 왼쪽으로 이동한다.



2

1. 4번 슬라이드의 세 개의 그림을 를 이용하여 모두 선택한다.
2. [그림 도구]의 [서식] 탭-[정렬] 그룹의 [그룹]-[그룹]을 클릭한다.
3. 그룹으로 묶인 그림을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1. [디자인] 탭-[테마] 그룹-[자세히] 단추를 클릭한다.
2. 디자인 테마 중에서 '자주색' 테마를 클릭한다.
3. [디자인] 탭-[배경] 그룹에서 [배경 스타일]-[스타일 2]을 클릭한다.

1. 2번 슬라이드로 이동한다. 삽입된 클립아트를 선택하고 를 누른다.
2. [삽입] 탭-[일러스트레이션] 그룹-[클립아트]를 클릭한다.
3. 검색어로 '문화'를 입력하고, 검색할 형식에서 '그림'과 '사진'으로 선택한 후 검색한다.
4. 검색된 임의의 클립아트를 클릭하여 삽입한다.
5. [그림 도구]의 [서식] 탭-[크기] 그룹-[크기 및 위치] 단추를 클릭한다.
6. [그림 서식] 대화상자에서 '가로/세로 비율고정' 체크를 풀고, 너비 '4cm', 높이 '5cm'를 입력한 후 [닫기] 버튼을 누른다.

1. [보기] 탭-[프레젠테이션 보기] 그룹-[여러 슬라이드]를 클릭한다.
2. 5번 슬라이드를 더블클릭한다.

1. 를 이용해 3개의 도형을 선택한다(시험에는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예제가 제시된다).
2. [그림 도구]의 [서식] 탭-[정렬] 그룹-[맞춤]-[중간 맞춤]을 클릭한다.
3. [그림 도구]의 [서식] 탭-[정렬] 그룹-[맞춤]-[가로 간격을 동일하게]를 클릭한다.

1. 6번 슬라이드로 이동한다.
2. [홈] 탭-[슬라이드] 그룹-[레이아웃]-[콘텐츠 2개]를 클릭한다.
3. 오른쪽 내용 상자에서 [표] 단추를 클릭하고 열 개수 '2', 행 개수 '3'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
4. 삽입된 표의 3행을 클릭하고 [표 도구]의 [레이아웃] 탭-[행 및 열] 그룹-[삭제]-[행 삭제]를 클릭한다.



3

5번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홈] 탭-[슬라이드] 그룹-[새 슬라이드]-[비교]를 클릭한다. 제목 '팀 성장 영역'을 입력한다.

1. 3번 슬라이드로 이동한다.
2. '오피스분야' 도형을 선택하고 [SmartArt 도구]의 [디자인] 탭-[그래픽 만들기] 그룹-[도형 추가]-[아래에 도형 추가]를 클

릭한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2개의 도형도 추가한다.
3. 추가된 도형에 'MS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입력한다.
4. '그래픽분야' 도형을 선택하고, [SmartArt 도구]의 [디자인] 탭-[그래픽 만들기] 그룹-[도형 추가]-[아래에 도형 추가]를 

클릭한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1개의 도형도 추가한다.
5. 추가된 도형에 '포토샵', '플래시'를 입력한다.
6. '웹분야' 도형을 선택하고 를 누른다.

1. 조직도의 최상위 도형을 선택하고 [SmartArt 도구]의 [디자인] 탭-[그래픽 만들기] 그룹-[레이아웃]-[양쪽 균등 배열]을 
클릭한다.

2. [SmartArt 도구]의 [디자인] 탭-[그래픽 만들기] 그룹-[좌우 전환]을 클릭한다.

1. [삽입] 탭-[텍스트] 그룹-[머리글/바닥글]을 클릭한다.
2. '바닥글'에 체크한 후 '드림IT'로 입력한다. 
   '슬라이드 번호'를 체크하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에 체크한 후 [모두 적용] 버튼을 누른다.
3. 2번 슬라이드로 이동한 후 삽입된 슬라이드 번호를 블록을 잡고, [홈] 탭-[글꼴] 그룹-[굵게], [기울임]을 클릭한다.

1. [보기] 탭-[마스터 보기] 그룹-[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한다.
2. 비교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삽입] 탭-[이미지] 그룹-[그림]을 클릭한다.
3. 대화상자에서 '해치.jpg'를 선택하고, [삽입] 버튼을 누른다.
4. 삽입된 그림을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한다.
5. [슬라이드 마스터] 탭-[닫기] 그룹-[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한다.

1. Office 테마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하고, 제목상자를 클릭한다.
2. [홈] 탭-[글꼴] 그룹에서 글꼴을 '휴먼 엑스포', 글자 크기는 '40', 글자 색은 표준 색 '파랑'으로 선택한다.
3. [홈] 탭-[단락] 그룹에서 [오른쪽 맞춤]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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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ffice 테마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한다.
2. [삽입] 탭-[이미지] 그룹-[그림]을 클릭한다. 대화상자에서 'logo.jpg'를 선택하고 [삽입]을 클릭한다. 삽입된 그림을 왼쪽 

하단으로 이동한다.
3.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선택한다.
4. [슬라이드 마스터] 탭-[배경] 그룹에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에 체크한다.
5. [슬라이드 마스터] 탭-[닫기] 그룹-[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한다.

1. 2번 슬라이드로 이동한다.
2. 텍스트상자를 선택하고 [홈] 탭-[단락] 그룹-[글머리 기호]에서 임의의 글머리 기호를 클릭한다.
3. 4번 슬라이드로 이동한다.
4. 왼쪽 텍스트상자를 선택하고 [홈] 탭-[단락] 그룹-[번호 매기기]에서 임의의 번호 매기기를 클릭한다.
5. 2번과 3번을 블록으로 선택하고 [홈] 탭-[단락] 그룹-[목록 수준 늘림]을 클릭한다.

1. 3번 슬라이드로 이동한다.
2. 제목의 영문자를 블록으로 선택하고 [홈] 탭-[글꼴] 그룹-[대/소문자 바꾸기]-[각 단어를 대문자로]로 선택한다.
3. [홈] 탭-[단락] 그룹-[텍스트 맞춤]을 '중간'으로 선택한다.

1. 2번 슬라이드로 이동한다. 텍스트상자를 선택한다.
2. [홈] 탭-[단락] 그룹-[단락] 대화상자에서 [들여쓰기] 항목 중 '첫 줄'을 '들여쓰기'로 선택한다.
3. 단락 앞 간격은 '0줄', 단락 뒤 간격을 '1줄', 줄 간격을 '1.5줄'로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1. 마지막 슬라이드를 선택한다.
2. [홈] 탭-[슬라이드] 그룹-[새 슬라이드]-[제목 및 내용]을 클릭한다.
3. 2번 슬라이드로 이동한 후 를 누른다.

1. 표의 1행을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표 도구]의 [디자인] 탭-[표 스타일] 그룹에서 음영을 '노랑'으로 선택한다.
2. 표 전체를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표 도구]의 [디자인] 탭-[테두리 그리기] 그룹에서 펜 색을 '빨강'으로 선택한다.
3. [표 도구]의 [디자인] 탭-[표 스타일] 그룹-[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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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의 4열을 선택하고 [표 도구]의 [디자인] 탭-[행 및 열] 그룹-[삭제]-[열 삭제]를 클릭한다.
2. 1행 3열의 위치에 커서를 위치하고 [표 도구]의 [레이아웃] 탭-[셀 크기] 그룹에서 너비 '10cm', 높이 '1.5cm'를 입력한 

후 를 누른다.
3. [표 도구]의 [레이아웃] 탭-[표] 그룹-[선택]-[표 선택]을 클릭한다.

1. '표와 차트작성.pptx' 문서를 열고 2번 슬라이드로 이동한다.
2. 를 이용하여 1, 3, 5 도형을 선택한다.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정렬] 그룹-[앞으로 가져오기] 목록 단추를 클릭한 

후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한다.
3.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클릭한다.
4.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정렬] 그룹-[회전]-[상하 대칭]을 클릭한다.
5.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정렬] 그룹-[회전]-[기타 회전 옵션]을 클릭한다. [그림 서식] 대화상에서 회전을 '45°'로 입력

한다. [닫기] 버튼을 누른다.

1. 5번 슬라이드로 이동한다.
2.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데이터] 그룹-[데이터 편집]을 클릭한다.
3. 엑셀 프로그램이 열리면 2분기 북부 계열의 데이터를 '35.2'로 입력하고, 엑셀 프로그램을 [닫기]한다.

1.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레이블] 그룹-[차트 제목]-[차트 위]를 클릭한다.
2. 제목을 '막대형 차트'로 입력하고 를 누른다.

1. 서부 계열을 클릭한다.
2. 바로 가기 메뉴의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한다.
3.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상자에서 [채우기]-[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선택한다. [기본 설정 색]을 클릭하고 임의의 그라데이

션을 선택하고 [닫기] 버튼을 누른다.
4.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레이블] 그룹-[데이터 레이블]-[표시]를 클릭한다.
5. 삽입된 레이블 중 2분기 레이블만 선택하고 [홈] 탭-[글꼴] 그룹에서 글꼴 색을 '파랑'으로 선택한다.

1. 6번 슬라이드로 이동한다.
2.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레이블] 그룹-[데이터 레이블]-[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을 클릭한다.
3. 레이블 내용에서 백분율에 체크한다. 레이블 위치는 '가운데'로 선택하고 [닫기]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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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번 슬라이드로 이동한다.
2.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종류] 그룹-[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한다.
3. 종류를 임의의 꺾은선형으로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1. [디자인] 탭-[페이지 설정] 그룹-[페이지 설정]을 클릭한다.
2. 슬라이드 크기의 너비 '26cm', 높이 '20cm'로 입력하고, 슬라이드 노트의 방향을 '가로'로 선택한다.

1. 3번 슬라이드로 이동한다.
2. 클립아트를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탭-[애니메이션] 그룹에서 나타내기의 '날아오기' 애니메이션으로 선택한 후 [효과 옵

션]-[왼쪽에서]로 선택한다.
3. [애니메이션] 탭-[고급 애니메이션] 그룹에서 [애니메이션 추가]-[강조]-[펄스]를 클릭한다.

1. 2번 슬라이드로 이동한다.
2. 애니메이션 번호를 선택하고 를 누른다.

1. [슬라이드 쇼] 탭-[슬라이드 쇼 시작] 그룹에서 [현재 슬라이드부터]를 클릭한다.
2. 바로 가기 메뉴에서 [슬라이드로 이동]-[4 시각적 효과]를 클릭한다.
3. 바로 가기 메뉴에서 [쇼 마침]을 클릭한다.

1. 4번 슬라이드로 이동한다.
2. [슬라이드 쇼] 탭-[설정] 그룹-[슬라이드 숨기기]를 클릭한다.
3. 숨김을 해제하려면 [슬라이드 쇼] 탭-[설정] 그룹-[슬라이드 숨기기]를 한 번 더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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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포인트 2010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파일] 탭-[열기]에서 'C:\ICDL\Module6\모의고사2\디지털 카메라.pptx'를 열기한다.

1. [파일]-[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
2. 저장 위치를 'C:\ICDL\Module6\'로 지정하고, 파일 이름을 '렌즈맨'으로 입력한 후 'PowerPoint 97-2003 프레젠테이션'

으로 변경하여 [저장]을 클릭한다. [호환성 검사] 대화상자에서 [계속] 버튼을 누른다.

1. [보기] 탭-[확대/축소] 그룹-[확대/축소]에서 '50%'로 변경한다.
2. [보기] 탭-[확대/축소] 그룹-[창에 맞춤]을 클릭한다.

1. 슬라이드 1을 선택한다.
2. 텍스트를 블록 지정하고, [홈] 탭-[글꼴] 그룹에서 글꼴 'HY헤드라인M', 글자 크기 '54', 글자 색 표준 색의 '파랑', '그림

자 효과'를 지정한다.

1. 슬라이드 1을 선택한다.
2. [삽입] 탭-[이미지] 그룹-[클립아트]를 클릭하고, 검색 대상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입력한 후 [이동]을 클릭한다.
3. 검색된 클립아트 중 임의의 클립아트를 클릭하여 삽입하고, 제목 슬라이드 중앙 하단으로 이동시킨다.
4. 클립아트를 선택하고, [그림 도구]의 [서식] 탭-[크기] 그룹-[자세히]를 클릭하여 [그림 서식] 대화상자를 불러 온다.
5. 가로/세로 비율 고정 체크를 해제하고, 높이 '5cm', 너비 '5cm'로 변경한다.

1. [파일]-[도움말]-[Microsoft Office 도움말]을 클릭한다.
2. 검색 창에 '서식 파일'을 입력하여 검색한다.
3. '프레젠테이션에 서식 파일 적용'을 클릭하여 열고, 창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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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슬라이드 7]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복사'를 선택한다.
2. [슬라이드 5]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붙여넣기'한다.
3. [슬라이드 8]을 를 눌러 삭제한다.

1. [보기] 탭-[프레젠테이션 보기] 그룹-[여러 슬라이드]를 클릭한다.
2. 슬라이드 4에서 더블클릭한다.

슬라이드 4번의 제목을 클릭하여 '렌즈의 종류'로 변경한다.

4번 슬라이드 화면 하단의 슬라이드 노트에 '렌즈 종류별 촬영기법'을 입력한다.

1. [삽입] 탭-[이미지] 그룹-[그림]을 클릭하여 'C:\ICDL\Module6\모의고사2\'에서 '렌즈.png' 그림을 삽입한다.
2. 그림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이용하여 슬라이드 오른쪽으로 드래그한다.
3. [그림 도구]의 [서식] 탭-[크기] 그룹에서 [자세히]를 클릭하여 [그림 서식] 대화상자를 불러온다.
4. 크기에서 회전에 ‘20’을 입력한다.

1. 내용 텍스트를 드래그하여 범위를 지정한다.
2. [홈] 탭-[단락] 그룹-[글머리 기호]의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하여 '별표 글머리 기호'를 클릭한다.
3. 두 번째 단락을 범위 지정하고, 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네 번째 단락과 여섯 번째 단락을 범위로 지정한다.
4. [홈] 탭-[단락] 그룹-[목록 수준 늘림]을 클릭한다.
5. [홈] 탭-[글꼴] 그룹-[글꼴 크기 작게]를 클릭한다.

1. [디자인] 탭-[배경] 그룹-[배경 스타일]을 클릭한다.
2. '스타일 9'를 클릭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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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기] 탭-[마스터 보기] 그룹-[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한다.
2. 'Office 테마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하고, 제목 개체를 선택한다.
3. [홈] 탭-[글꼴] 그룹에서 글꼴 'HY견고딕', 글자 크기 '48', 글자 색 표준 색 '자주', '그림자', '텍스트 왼쪽 맞춤'한다.
4. [슬라이드 마스터] 탭-[닫기] 그룹-[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한다.

1. 2번 슬라이드로 이동한다.
2. 내용 개체를 선택하고 [홈] 탭-[단락] 그룹-[자세히] 단추를 클릭한다.
3. [단락] 대화상자에서 줄 간격을 '배수'로 선택하고, '2'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른다.

1. 내용 개체를 선택한다.
2. [홈] 탭-[단락] 그룹-[번호 매기기]의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하여 '1), 2), 3)'을 클릭한다.

1. 3번 슬라이드로 이동한다.
2. 슬라이드 3번째 내용 'CCD' 다음에 커서를 위치하고 를 눌러 공백을 삽입한다.
3. 'charge coupled device'를 입력한다.

1. 'charge coupled device'에 블록을 지정한다.
2. [홈] 탭-[글꼴] 그룹-[대/소문자 바꾸기]를 클릭하여 '각 단어를 대문자로'를 클릭한다.

1. [보기] 탭-[마스터 보기] 그룹-[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한다.
2. 'Office 테마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한다.
3. [삽입] 탭-[이미지] 그룹-[그림]을 클릭하여 'C:\ICDL\Module6\모의고사2\'에서 '로고.png' 그림을 삽입하고 오른쪽 상단

으로 이동한다.

1. [보기] 탭-[마스터 보기] 그룹-[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한다.
2.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클릭한다.
3. [슬라이드 마스터] 탭-[배경] 그룹-[배경 그래픽 숨기기]에 체크를 한다.
4. [슬라이드 마스터] 탭-[닫기] 그룹-[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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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삽입] 탭-[텍스트] 그룹-[머리글/바닥글]을 클릭한다.
2. '날짜 및 시간'에 체크한 후 '직접 입력'을 선택하고 '2013-07-15'를 입력한다.
3.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에 체크하고 [모두 적용]을 클릭한다.

1. [삽입] 탭-[일러스트레이션] 그룹-[SmartArt]를 클릭한다.
2. [SmartArt 그래픽 선택] 대화상자 '계층 구조형'을 선택하고, 첫 번째 '조직도형'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3. 최상위에 '회장', 보조자에 '부회장', 하위 3개 도형에 '총무', '레슨', '홍보'를 입력한다.

조직도에서 보조자 '부회장' 도형을 선택하고 를 누른다.

1. 7번 슬라이드로 이동한다.
2. 제목 내용을 선택하고, [홈] 탭-[글꼴] 그룹에서  글꼴 'HY견명조', 글자 크기 '32', 글자 색 표준 색 '빨강'으로 설정한다.

1. [차트] 삽입 단추를 클릭하고, 차트 종류에는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한다.
2. 데이터 편집 창에서 슬라이드 표를 이용하여 값을 입력하고, 엑셀 창을 [닫기]한다.

1. 차트를 선택한다.
2.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종류] 그룹-[차트 종류 변경]에서 '3차원 원형'을 클릭한다.
3.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데이터] 그룹-[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여 [행/열 전환]을 클릭한다.

1. 차트를 선택한다.
2.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레이블] 그룹-[데이터 레이블]에서 [안쪽 끝에]를 클릭한다.
3.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레이블] 그룹-[범례]에서 [위쪽에 범례 표시]를 클릭한다.

[파일] 탭-[옵션]-[저장] 범주에서 '기본 파일 위치'를 'C:\ICDL\Module6'으로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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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번 슬라이드로 이동한다.
2. 그래픽 개체 4개를 선택한다.
3.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정렬] 그룹-[맞춤]을 클릭하여 '중간 맞춤'을 클릭한다.
4.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정렬] 그룹-[맞춤]을 클릭하여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를 클릭한다.
5.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정렬] 그룹-[그룹]을 클릭하여 '그룹'을 클릭한다.

1. [삽입] 탭-[일러스트레이션] 그룹-[도형]을 클릭하여 '왼쪽/오른쪽 화살표'를 그린다.
2. '왼쪽/오른쪽 화살표'를 선택하고, '야생꽃들의 향연'을 입력한다.
3. [홈] 탭-[글꼴] 그룹에서 글자 크기 '20', 글자 색 표준 색 '녹색'으로 설정한다.

1. '왼쪽/오른쪽 화살표'를 선택한다.
2.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도형 스타일] 그룹-[도형의 채우기]를 클릭하여 질감의 '꽃다발',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

음', [도형 효과]에서 임의의 네온 효과를 적용한다.

1. '왼쪽/오른쪽 화살표'를 선택한다.
2. [애니메이션] 탭-[애니메이션] 그룹-[나타내기]의 '확대/축소'를 클릭한다.

1. [전환] 탭-[슬라이드 화면 전환] 그룹-[나누기]를 선택한다.
2. [전환] 탭-[슬라이드 화면 전환] 그룹-[효과 옵션]에서 '가로로 펼치기'를 선택한 후 [모두 적용]을 클릭한다.
3. [전환] 탭-[미리 보기] 그룹-[미리 보기]를 클릭한다.

[디자인] 탭-[페이지 설정] 그룹-[페이지 설정]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화면 슬라이드 쇼(16:9)'로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1. [파일]-[인쇄]를 클릭한다.
2. 설정에서 유인물의 '2슬라이드'를 클릭한다.
3. 복사본에 '2'를 입력하고 [인쇄]를 클릭한다.

1. [파일]에서 [저장]을 클릭한다.
2. [파일]에서 [끝내기]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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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모든 프로그램]-[Microsoft Office]-[Microsoft Office Powerpoint 2010]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2. [파일] 탭-[열기]를 클릭하여 'C:\ICDL\Module6\모의고사3\향과약초.pptx' 파일을 불러온다.

1. [파일] 탭-[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예제 서식 파일]을 클릭한 후 '사진 앨범(도시)'을 선택하여 [만들기] 버튼을 클릭한다.
2. [파일] 탭-[저장], 파일 이름 '도시', 파일 형식 'PowerPoint 쇼(*.ppsx)'로 저장한다.
3. [보기] 탭-[창] 그룹-[창 전환]의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 '향과약초.pptx'를 선택한다.

1. [파일] 탭-[옵션]을 클릭한다.
2. [PowerPoint 옵션] 대화상자의 [일반] 탭에서 사용자 이름은 '드림IT'로 변경한다.
3. [PowerPoint 옵션] 대화상자의 [저장] 탭의 기본 파일 위치 'C:\ICDL\Module6\모의고사3\'로 변경한다.

1. 상태 표시줄에서 화면 보기 '확대/축소‘를 눌러 '80%'가 되도록 화면을 확대/축소한다.
2. [보기] 탭-[확대/축소] 그룹-[창에 맞춤]을 클릭한다.

1. [파일] 탭-[도움말]을 클릭하고, Microsoft Office도움말을 클릭한다.
2. [검색] 창에 '마스터 사용'을 입력하여 검색한 후 '프레젠테이션에 하나 이상의 슬라이드 마스터 적용'을 클릭한다.

1.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삽입] 탭-[텍스트] 그룹-[머리글/바닥글]을 클릭한다.
2. [머리글/바닥글] 대화상자의 [바닥글]을 체크하고, '향과 약초'를 입력한 후 [모두 적용] 버튼을 누른다.
3. 바닥글을 클릭하고, [홈] 탭-[단락] 그룹-[왼쪽 정렬]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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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탭-[프레젠테이션 보기] 그룹-[여러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4번 슬라이드‘를 더블클릭한다.

10번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홈] 탭-[슬라이드] 그룹-[레이아웃] 단추를 클릭하여 '콘텐츠 2개'를 클릭한다.

1. [보기] 탭-[마스터 보기] 그룹-[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한다.
2. 왼쪽 슬라이드 목록에서 '구역 머리글 레이아웃'을 선택한다.
3. [삽입] 탭-[이미지] 그룹-[그림]을 클릭하여 [그림 삽입] 대화상자에서 'C:\ICDL\Module6\모의고사3\허브.jpg' 그림을 클

릭하고 [삽입] 버튼을 누른다.
4. 그림을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시키고, [슬라이드 마스터] 탭-[닫기] 그룹-[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한다.

1. [삽입] 탭-[텍스트] 그룹-[머리글/바닥글]을 클릭한다.
2. [머리글/바닥글] 대화상자에서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을 체크한다.
3. [머리글/바닥글] 대화상자에서 '슬라이드 번호'를 체크한 후 다시 '날짜 및 시간'을 체크하고, '직접 입력'을 선택하여 

'2013년 3월 3일'을 입력한 후 '모두 적용' 버튼을 누른다.

1. [디자인] 탭-[테마] 그룹에서 [자세히] 단추를 클릭하여 ‘녹색’ 배경의 테마를 적용한다.
2. [디자인] 탭-[테마] 그룹에서 [글꼴]의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하여 '가을'을 선택한다.

6번 슬라이드로 이동한 후 [디자인] 탭-[배경] 그룹에서 확장 단추를 클릭하여 [배경 서식] 대화상자의 [채우기]에서 '그라데
이션 채우기'를 선택하고, 기본 설정 색에서 임의의 그라데이션을 선택한 후 [닫기]를 클릭한다.

1. 8번 슬라이드로 이동하고, [홈] 탭-[슬라이드] 그룹-[레이아웃]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하여 '비교 슬라이드'로 변경한다.
2. 10번 슬라이드로 이동해서 [홈] 탭-[클립보드] 그룹-[복사]를 클릭하고, 8번 슬라이드로 이동해서 [홈] 탭-[클립보드]-[붙여

넣기]한다.
3. 11번 슬라이드로 이동해서 [홈] 탭-[클립보드] 그룹-[복사]를 클릭하고, 8번 슬라이드로 이동해서 [홈] 탭-[클립보드]-[붙여

넣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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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과 11번 슬라이드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슬라이드 삭제'를 클릭한다.

8번 슬라이드 제목을 클릭하고, '허브 향기'를 입력한 후 [홈] 탭-[단락] 그룹에서 '가운데 맞춤'으로 정렬한다.

1. 8번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홈] 탭-[클립보드] 그룹-[잘라내기]를 클릭한다.
2. 5번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홈] 탭-[클립보드] 그룹-[붙여넣기]를 클릭한다.

4번 슬라이드로 이동한 후 제목을 드래그하여 [홈] 탭-[글꼴] 그룹에서 [글꼴 색]의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해서 '표준 녹색'을 
선택하고, [홈] 탭-[글꼴] 그룹에서 '텍스트 그림자'를 클릭한다.

2번 슬라이드로 이동한 후 제목 뒤에 커서를 두고 '[Herb]'를 입력한다. [홈] 탭-[단락] 그룹-[가운데 정렬]을 한 후 [텍스트 
맞춤]을 '중간'으로 선택한다.

1. '[Herb]'를 범위 지정한 후 [홈] 탭-[글꼴] 그룹-[대소문자 바꾸기]를 클릭하고, '소문자'를 선택한다.
2. 첫 번째 단락을 선택한 후 [홈] 탭-[단락] 그룹-[글머리 기호]에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하여 '화살표 글머리 기호'를 클릭한다.
3. 두 번째 단락을 선택한 후 [홈] 탭-[단락] 그룹-[글머리 기호]에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하여 '별표 글머리 기호'를 클릭한다.

1. 5번 슬라이드로 이동한 후 표의 1열을 선택하고, [표 도구]-[레이아웃] 탭-[셀 크기] 그룹의 열 너비를 '7cm'로, 첫 번째 
행의 높이를 '2cm'로 변경한다.

2. [표 도구]-[레이아웃] 탭-[표] 그룹-[선택]을 클릭하고, '표 선택'을 클릭한다.

10번 슬라이드의 내용을 선택하고, [홈] 탭-[단락] 그룹-[글머리 기호]에서 '속이 찬 정사각형 글머리 기호'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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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번 슬라이드로 이용한 후 조직도에서 ‘종류'를 선택하고, [SmartArt 도구]-[디자인] 탭-[그래픽 만들기] 그룹-[도형 추
가]를 클릭하여 아래로 도형 추가를 3번 눌러서 하위 도형 3개를 삽입한다.

2. 하위 도형에는 '라벤다', '로즈마리', '캐모마일'을 입력한다.

'종류'라고 입력된 도형을 클릭하고, [SmartArt 도구]-[디자인] 탭-[그래픽 만들기] 그룹-[레이아웃]의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
해서 '양쪽 균등 배열'을 누른다.

10번 슬라이드를 선택하여 [삽입] 탭-[이미지] 그룹-[그림]을 클릭한다. 'C:\ICDL\Module6\모의고사3\자스민.jpg' 이미지를 
삽입하고, 이미지를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시킨다.

1. 4번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삽입] 탭-[이미지] 그룹-[클립아트]를 선택한다.
2. 클립아트 검색 창에 '허브'를 입력하고, 검색할 형식에서 '그림', '사진'을 체크하고 [이동] 단추를 누른다.
3. 검색된 임의의 클립아트를 클릭하여 삽입한 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시오.

1. 이미지를 선택하고 [그림 도구]-[서식] 탭-[정렬] 그룹-[회전]을 클릭하여 '기타 회전 옵션'을 클릭한다.
2. [그림 서식] 대화상자에서 '크기' 범주에 회전 '30'을 입력하고, [닫기]를 누른다.
3. [그림 도구]-[서식] 탭-[정렬] 그룹-[회전]을 클릭하여 '좌우 대칭'을 클릭한다.
4. [그림 도구]-[서식] 탭-[정렬] 그룹-[크기]의 확장 단추를 클릭하여 [그림 서식] 대화상자 [크기] 탭의 배율에서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의 체크를 해제하고, 높이 '6.5cm', 너비 '8cm'로 입력한다.

1. 7번 슬라이드를 선택한다. 3개의 도형을 드래그해서 선택한다.
2. [그리기 도구]-[서식] 탭-[정렬] 그룹-[맞춤]에서 '중간 맞춤'하고,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를 선택한다.

'녹색' 도형을 클릭하고 [그리기 도구]-[서식] 탭-[정렬] 그룹-[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하여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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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지가 들어 있는 원형 도형 3개를 드래그하여 선택한다.
2. [그리기 도구]-[서식] 탭-[정렬] 그룹-[그룹]을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하여 그룹을 클릭한다.

1. [전환] 탭-[슬라이드 화면 전환] 그룹-[자세히] 단추를 눌러 '나누기'를 클릭한다.
2. [전환] 탭-[타이밍] 그룹에서 기간을 '2초'로 입력하고, [모두 적용]을 누른다.

4번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노트에 '허브의 종류'라는 내용을 입력한 후 입력 내용을 드래그하여 [홈] 탭-[글꼴] 그룹에서 '기
울임꼴'을 클릭한다.

1. 슬라이드 제목을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탭-[애니메이션] 그룹-[자세히]를 클릭한 후 '날아오기' 효과를 선택한다.
2. [애니메이션] 탭-[애니메이션] 그룹-[효과 옵션]에서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하여 '오른쪽에서' 옵션을 지정한다.

7번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슬라이드 쇼] 탭-[설정] 그룹-[슬라이드 숨기기]를 클릭하고, [슬라이드 쇼] 탭-[설정] 그룹-[슬라이
드 숨기기]를 다시 클릭하면 숨기기가 취소된다.

1. [슬라이드 쇼] 탭-[슬라이드 쇼 시작] 그룹-[현재 슬라이드부터]를 클릭한다.
2.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다음]을 클릭하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10 자스민'을 클릭하여 이동한 후 마우

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쇼 마침'을 클릭한다.

[디자인] 탭-[페이지 설정] 그룹-[페이지 설정]을 클릭하여 [페이지 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슬라이드 크기를 'A4'로, 슬라
이드 노트의 방향은 '가로'로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른다.

[파일] 탭-[인쇄]를 클릭한다.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를 클릭하여 '유인물 2슬라이드'를 선택하고, 복사본 '3'을 입력한 후 
[인쇄]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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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③

1. [시작]-[모든 프로그램]-[Microsoft Office]-[Microsoft Office PowerPoint 2010]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2. [파일] 탭-[열기]를 클릭하여 'C:\ICDL\Module6\모의고사4\모바일메신저.pptx' 파일을 불러온다.
3. [파일] 탭-[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여 [파일 이름]을 '카카오톡.pptx'로 저장한다.

1. [파일] 탭-[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예제 서식 파일]을 클릭한 후 '퀴즈 쇼'를 선택하여 [만들기] 버튼을 클릭한다.
2. [파일] 탭-[저장], 바탕 화면에 파일 이름 '퀴즈'라고 입력하고, 저장한다.

[보기] 탭-[창] 그룹-[창 전환]의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 '카카오톡.pptx'을 선택한다.

1. 상태 표시줄에서 화면 보기를 '확대/축소‘를 눌러 '80%'가 되도록 화면을 확대/축소한다.
2. 상태 표시줄에서 '창에 맞춤'을 클릭한다.

1. 슬라이드 5를 클릭하고, 그림 도형 3개를 드래그하여 선택한다.
2. [그리기 도구]-[서식] 탭-[정렬] 그룹-[그룹]을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하여 그룹을 클릭한다.

1. [보기] 탭-[마스터 보기] 그룹-[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한다.
2. 왼쪽 슬라이드 목록에서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을 선택한다.
3. [삽입] 탭-[이미지] 그룹-[그림]을 클릭하여 [그림 삽입] 대화상자에서 'C:\ICDL\Module6\모의고사4\애니팡.jpg' 그림 파

일을 클릭하고 [삽입] 버튼을 누른다.
4. 그림을 왼쪽 상단으로 이동시키고, [슬라이드 마스터] 탭-[닫기] 그룹-[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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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번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카카오톡' 계열을 선택한다.
2. [차트 도구]-[레이아웃] 탭-[레이블] 그룹-[데이터 레이블]의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하여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을 클릭

한다.
3. [데이터 레이블 서식] 대화상자의 [레이블 옵션]에서 '백분율'을 체크하고, [닫기]를 누른다.

1. [홈] 탭-[편집] 그룹-[바꾸기]-[바꾸기]를 클릭한다.
2. [바꾸기] 대화상자에서 찾을 내용 '모바일', 바꿀 내용 '스마트폰'으로 입력하고 [모두 바꾸기]를 클릭한다.
3. 빠른 실행에서 [저장]을 누른다.

2번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슬라이드 노트에 '카카오톡으로 이야기 나누기'를 입력한다.

1. 5번 슬라이드를 클릭한다.
2. [디자인] 탭-[테마] 그룹-[자세히]를 클릭하고, 자주색 테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선택한 슬라이드에 적용'을 

클릭한다.
3. [디자인] 탭-[배경] 그룹-[배경 스타일]에서 드롭다운 단추를 눌러 '스타일 6'을 클릭한다.

1. 2번 슬라이드을 선택한 후 을 눌러 슬라이드 6번을 클릭한다.
2. [슬라이드 쇼] 탭-[슬라이드 쇼 시작] 그룹-[슬라이드 숨기기]를 클릭한다.

1. [검토] 탭-[언어 교정] 그룹-[맞춤법 검사]를 누른다.
2. [맞춤법 검사] 대화상자에서 [변경]을 누르고 [확인]을 클릭한다.

1. [삽입] 탭-[텍스트] 그룹-[머리글/바닥글]을 클릭한다.
2. [머리글/바닥글] 대화상자의 [바닥글]을 체크하고, 'PowerPoint 2010'을 입력한다.
3. '날짜 및 시간'을 체크하고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클릭하고, '슬라이드 번호'를 클릭한다.
4. [모두 적용]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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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슬라이드로 이동한 후 두 번째 글머리 기호를 클릭하고, [홈] 탭-[단락] 그룹-[목록 수준 늘림]을 클릭한다.

1. [홈] 탭-[단락] 그룹-[글머리 기호]의 드롭 단추를 클릭하고,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클릭한다.
2.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대화상자에서 [그림] 버튼을 눌러 임의의 기호를 선택한다.

1. 슬라이드 6의 본문 내용을 선택하고, [홈] 탭-[단락] 그룹-[자세히] 단추를 클릭한다.
2. [간격]의 단락 앞을 '10pt', 줄 간격을 '1.5줄'로 변경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그림을 선택하여 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잡아당긴다.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 도구]-[서식] 탭-[그림 스타일] 그룹에서 '입체 타원, 검정' 스타일을 선택한다.

1번 슬라이드의 제목 'POWERPOINT 2010'을 클릭하고 [홈] 탭-[클립보드] 그룹-[서식 복사]를 클릭한 후 2번 슬라이드 제
목을 클릭한다.

1. 1번 슬라이드에서 [전환] 탭-[슬라이드 화면 전환] 그룹-[자세히]를 눌러 '관람차'를 클릭한다.
2. [전환] 탭-[미리 보기] 그룹-[미리 보기]를 클릭한다.

1. [표] 단추를 클릭하여 [표 삽입] 대화상자에서 '4'열, '2'행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2. 아래와 같이 입력하다.

방향 동 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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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열을 클릭하고 [표 도구]-[레이아웃] 탭-[행 및 열] 그룹-[오른쪽에 삽입]을 클릭한다.
2. 삽입된 열에 '남'을 입력한다.
3. 2행을 클릭하여 [표 도구]-[레이아웃] 탭-[행 및 열] 그룹-[삭제]에서 '행 삭제'를 클릭한다.

1. 슬라이드 1을 클릭하고 [홈] 탭-[클립보드] 그룹-[잘라내기]를 클릭한다.
2. 슬라이드 4을 클릭하고 [홈] 탭-[클립보드] 그룹-[붙여넣기]를 클릭한다.

1. [삽입] 탭-[일러스트레이션] 그룹-[SmartArt]를 선택하고, [SmartArt 그래픽 선택] 대화상자에서 '계층 구조형' 중 첫 번
째 도형을 클릭한다.

2. 최상위에 '4방위'라고 입력하고, 보조자 도형을 클릭하여 를 누른다.
3. [SmartArt 도구]-[디자인] 탭-[그래픽 만들기] 그룹-[도형 추가]를 클릭하여 '뒤에 도형 추가'를 클릭한다.
4. 하위 도형 왼쪽부터 '동', '서', '남', '북'을 입력한다.

최상위 도형을 클릭하고 [SmartArt 도구]-[디자인] 탭-[그래픽 만들기] 그룹-[레이아웃]의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해서 '양쪽 
균등 배열'을 클릭한다.

1. [슬라이드 쇼] 탭-[슬라이드 쇼 시작] 그룹-[처음부터]를 클릭한다.
2.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슬라이드로 이동] → '슬라이드 5'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쇼 마침'을 누른다.

상태 표시줄에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클릭하고, '4번 슬라이드‘를 더블클릭한다.

1. 슬라이드 2번으로 이동한다.
2. [애니메이션] 탭-[애니메이션] 그룹-[자세히]를 누르고 '임의의 나타내기'를 클릭한다.
3. [애니메이션] 탭-[고급 애니메이션] 그룹-[애니메이션 추가]를 클릭하고, '임의의 강조' 애니메이션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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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일] 탭-[도움말]을 클릭하고, [도움말] 대화상자의 검색 창에 '슬라이드 쇼'라고 입력한다.
2. 검색된 결과에서 '디스크에 슬라이드 쇼 굽기'를 클릭한다.

1. 슬라이드 3에서 '왼쪽/오른쪽 화살표' 도형을 선택하고, [그리기 도구]-[서식] 탭-[도형 스타일] 그룹-[도형 윤곽선]의 드롭
다운 단추를 클릭한다.

2. 두께를 '3pt'를 선택하고, 선 색은 테마 색에서 '황록색, 강조 3'을 클릭한다.

1. '왼쪽/오른쪽 화살표' 도형을 클릭하고, [홈] 탭-[클립보드] 그룹-[복사]를 누른다.
2. [홈] 탭-[클립보드] 그룹-[붙여넣기]를 클릭하고, 아래로 이동한다.
3. [그리기 도구]-[서식] 탭-[정렬] 그룹-[회전]-[상하 대칭]을 클릭한다.

1. [파일] 탭-[옵션]을 클릭한다.
2. [PowerPoint 옵션] 대화상자의 [일반] 탭에서 사용자 이름을 'ICDL'로 입력한다.
3. [PowerPoint 옵션] 대화상자 [저장] 탭의 기본 파일 위치 'C:\'로 입력한다.

1. 7번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홈] 탭-[슬라이드] 그룹-[새 슬라이드]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한다.
2. '제목만' 클릭하고, 빠른 실행에서 [저장]을 누른다.

[디자인] 탭-[페이지 설정] 그룹-[페이지 설정]을 클릭하여 [페이지 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슬라이드 크기를 '화면 슬라이
드 쇼(16:9)'로, 슬라이드 노트의 방향은 '세로'로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1. [파일] 탭-[인쇄]를 클릭하고, 슬라이드 수 '(2, 5')를 입력한다.
2.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를 클릭하여 인쇄 모양을 '슬라이드 노트'로 선택하고, 컬러를 '회색조'로 선택한 후 [인쇄]를 클릭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