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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정답 : ②

정답 : ②

정답 : ②

[파일]-[열기]를 클릭한 후, [열기] 대화상자에서'C:\ICDL\Module5\모의고사1'폴더로 이동한 후에 모의1예제.accdb 선택한 
후 [열기]단추를 클릭합니다.

1. [교재정보] 테이블를 열기한 후, ‘교재이름’ 필드에서 드롭다운 단추 클릭하여 ‘텍스트 필터’를 선택한 후 ‘다음으로 시작
하는 경우’를 클릭합니다.

2. [사용자 지정 필터]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수'를 입력한 후 [확인]단추를 클릭합니다.
3. [홈] 탭의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필터 적용/해제]를 클릭합니다.

1. [교재정보] 테이블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후 [닫기]를 클릭합니다.
2. 폼 개체의'응시생'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후 [삭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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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입고현황'테이블 클릭한 후 [만들기] 탭의 [쿼리] 그룹에서 [쿼리  마법사]를 클릭한 후 [단순 쿼리 마법사]를 선택 한 
후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2. '상품입고번호','입고일자','상품명','입고단가'필드를 더블클릭하여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한 후 제목에 '상품입고'를 입력 한 후에 [마침]단추를 클릭합니다.

 

1. [만들기] 탭의 [쿼리] 그룹에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2. [테이블 표시] 대화상자에서 '상품입고현황'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여 선택한 후, [닫기]를 클릭합니다.
2. 모든 필드를 삽입하고 '입고단가' 필드의 조건에 '>=1000 and <=10000' 입력합니다.
3. 빠른 실행에서 [저장] 클릭 한 후, 쿼리 이름으로 '상품입고가격'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1. '응시생정보‘테이블 클릭한 후 [만들기] 탭의 [폼] 그룹에서 [폼 마법사]를 선택 한 후 [모든 필드]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2. '열 형식'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 '응시생 폼'으로 제목 입력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주문형황 폼을 열고 [홈] 탭-[레코드] 그룹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주문일자는 '2013-11-14', 상품코드는 'D-0001', 
고객ID는'ju', 수량은'15'를 입력합니다.

1. [만들기] 탭의 [보고서] 그룹에서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한 후 '모든 필드'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2. 그룹으로 '응시지역'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 정렬에서 '이름'을 선택하고 ‘오름차순’으로 지정한 후 [요약 옵션] 단추 클릭한 후 [요약 옵션] 대화상자에서 액세스의 합

계를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한 후 모양은 '외곽선'으로 용지 방향은'가로'로 지정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제목에 '응시생 보고서'를 입력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응시생 보고서'에서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로 열기하고, 보고서 머리글의 '응시생 보고서'를 드래그하여 [홈] 탭-[텍스트 서식]
에서 글꼴 크기'22pt', 밑줄, 글꼴 색은 임의의 색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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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체의'응시생성적분석'쿼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 후 [내보내기]-[Excel]을 클릭합니다.
2. [파일 형식]에서'Excel97 - Excel 2003 통합문서(*.xls)'로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3. [닫기]를 클릭합니다.

1. '주문정보상세보기'쿼리를 열과 1행부터 5행 머리글을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파일]에서 [인쇄]-[인쇄]를 클릭합니다.
2. [인쇄]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인쇄 범위]를 '선택한 레코드'로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1. [만들기] 탭의 [쿼리] 그룹에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2. [테이블 표시]대화상자의 테이블에서 '거래정보'를 더블클릭해서 [추가]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2. '거래일자','주문수량','주문지사'필드를 더블클릭하여 추가한 후'주문지사'필드의 조건에'서울'을 입력 하고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3. 쿼리 이름에 '거래정보 서울'을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1. '응시생성적' 테이블을 열고, 액세스 필드의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하여 '숫자필터'에서 '다음보다 큰 경우'를 선택합니다.
2. [사용자 지정 필터]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입력창에 80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3. 액세스 필드의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하여 '모두 선택'을 체크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1. [만들기] 탭의 [쿼리] 그룹에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2. [테이블 표시]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상품입고현황’을 클릭하여 [추가]한 후 [닫기]를 클릭합니다.
3. 모든 필드를 더블클릭해서 추가한 후 입고수량 필드의 조건에 '>10'을 입력하고 [저장]클릭합니다.
4.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에서 쿼리이름에 '상품입고수량 10초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상품입고현황 보고서'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로 열기한 후 머리글 '상품입고현황 보고서'를 '상품입고'로 수정하고, 본문 영역
의 '입고수량' 필드를 클릭하고 키를 눌러 삭제합니다.

1. [파일]의 [인쇄]에서 [인쇄 미리 보기]로 미리 보기 합니다.
2. [인쇄 미리 보기] 탭 의 [미리 보기 닫기] 그룹에서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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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입고현황 보고서'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닫기]를 클릭합니다.

'응시생정보'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를 열기 한 후, '주민등록번호' 필드의 머리글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기본 키'
를 선택합니다.
 

[홈] 탭의 [보기] 그룹에서 [데이터시트 보기]를 클릭합니다.

하단 검색 창에 '김민정'을 입력하고, '응시생정보'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닫기]를 선택합니다.

1. [외부 데이터] 탭의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에서 [Excel]을 클릭합니다.
2. [찾아보기] 단추를 클릭하여 'C:\ICDL\Module5\모의고사1\응시.xlsx' 파일을 원본으로 지정한 후 '다음 테이블에 레코드 

복사본 추가'를 체크하여 선택하고, 드롭다운단추를 클릭하여 '응시생정보' 테이블을 선택하여 [확인]을 클릭합니다.
3. 'Sheet1'파일 선택 [다음]을 클릭하고, 다시 [다음]을 클릭한 후 [마침]을 클릭합니다.
4. [닫기]를 클릭합니다.

'거래정보'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삭제]를 선택합니다.

'회원관리'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이름 바꾸기]에서 '회원명단'으로 입력하고 를 클릭합니다.

'컴퓨터'를 드래그한 후 'Computer'로 입력하고 를 클릭합니다.

'상품입고가격' 쿼리를 디자인 보기로 열기한 후 '입고수량'의 머리글 부분을 클릭하여 '입고수량'을 범위 지정 하고, '입고수
량' 필드 앞으로 드래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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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관리' 테이블을 열고 '단가' 필드의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하여 '숫자 내림차순 정렬'을 선택합니다.

1. '상품입고가격' 테이블을 열고 '상품입고번호' 필드에서 '24'번에 해당하는 레코드의 머리글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합니다.

2. [레코드 삭제]를 클릭하고 ['1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문구의 대화상자가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
 

'점수' 쿼리를 디자인 보기로 열기한 후 필드의 마지막 부분에 '합계:[엑셀]+[파워포인트]+[액세스]'를 입력합니다.

1. '상품입고현황 보고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후 [삭제]를 클릭합니다. 
2. [보고서 '상품입고현황 보고서'을(를) 영구적으로 삭제하시겠습니까?] 문구의 대화상자가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

'상품입고' 쿼리를 열고,'상품명' 필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필드  너비'를 '25'로 입력하고  [확인]를 클릭합
니다.

'상품입고' 쿼리를 열고,'입고일자' 필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필드 숨기기'를 클릭합니다.

임의의 필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열 숨기기 취소] 대화상자가 나타나면'입고일자'를 클릭하여 선택하고 [닫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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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정답 : ③

정답 : ②

정답 : ④ 
데이터베이스
- 장점 :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 무결성 유지, 일관성, 독립성, 표준화, 공유, 데이터의 보안 유지(데이터의 손실 방지)
- 단점 : 구축이 복잡, 전산화에 따른 비용 증가, 복구 어려움, 장애요인 시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취약성

작업 표시줄의 [시작] 단추를 클릭하여 [모든 프로그램]-[Microsoft Office]-[Microsoft Office Access 2010]을 선택하여 프
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파일]-[열기]를 클릭하고, [열기] 대화상자에서'C:\ICDL\Module5\모의고사2'폴더로 이동한 후 ‘모의2예제’ 선택한 후  [열
기]를 클릭합니다.

1. [파일]-[도움말]을 클릭한 후 [Microsoft Office 도움말]을 더블 클릭합니다. 
2. '보고서 만들기'를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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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들기]탭의 [테이블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2. 필드 이름에 '번호'를 입력하고 데이터 형식를 '일련 번호'로 선택하고 필드 속성의 필드 크기를 '정수(Long)'으로 선택합니다.
3. 두 번째 필드 이름에 '품목'을 입력하고 데이터 형식를 '텍스트'로 선택하고 필드 속성의 필드 크기를 '10'으로 입력합니다.
4. 세 번째 필드 이름에 '가격'을 입력하고 데이터 형식를 '통화'로 선택하고 필드 속성의 필드 형식을 '유로'로 입력합니다.
 

1. '번호' 필드의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기본 키'를 선택합니다.
2. [저장]을 클릭하여 테이블 이름에 '판매품목'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파일] 탭의 [보기]그룹에서 [데이터시트 보기]를 선택합니다.

품목은 '마우스', 가격은 '10,000'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1. '주문현황'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2. [내보내기]에서 [Excel]을 선택하고 파일 이름과 형식 및 위치를 확인하고 [확인]단추를 클릭합니다. 
3. [닫기]를 클릭합니다.

1. ‘교재정보’테이블을 선택하고 [만들기] 탭의 [쿼리] 그룹에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2. '교재정보' 테이블 더블클릭하여 [추가]하고 테이블 표시 대화상자를 [닫기]합니다.
3.'*'를 클릭하여 모든 필드를 선택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4. 쿼리 이름을 '교재 할인가'로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교재 할인가' 쿼리를 디자인 보기로 열기한 후 필드의 마지막 부분에 '할인:[단가]*0.1'로 입력합니다.

'교재 할인가'를 디자인 보기로 열고, '할인' 필드 머리글을 선택한 후 [쿼리 도구]의 [디자인] 탭-[표시/숨기기] 그룹에서 [속
성 시트]를 클릭하여 [일반] 탭의 형식을 '통화'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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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리 도구]-[디자인] 탭의 [결과] 그룹에서 [보기]를 드롭단추를 클릭하여 '데이트시트 보기'를 선택합니다.

'교재 할인가' 쿼리의 '교재이름' 필드로 커서를 이동한 후 [홈]탭의 [정렬 및 필터]그룹에서 [오름차순] 선택합니다.

1. '단가'필드의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하여  [숫자 필터]의 [다음보다 큰 경우]를 선택합니다.
2. '15000'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1.'제품번호'필드의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하여  [텍스트 필터]의 [다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를 선택합니다.
2.'A'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3. [홈] 탭의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필터 적용/해제]를 클릭합니다.

레코드의 행의 머리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행 높이]에 '20'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1. '상품입고현황'테이블을 클릭하고 [만들기]탭의 [폼] 그룹에서 [폼 마법사]를 클릭합니다.
2. 모든 필드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 폼의 모양을 '맞춤'으로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한 후 제목을 '상품입고 폼'으로 입력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1. [홈] 탭-[레코드] 그룹에서 [새로 만들기] 클릭
2. 상품입고번호 : '27', 입고일자 : '2013-10-16', 상품코드 : 'D-0001', 상품명 : '무선키보드', 입고수량 : '15', 입고 단가  
: '15,000'으로 입력합니다.

1. [홈] 탭의 [찾기] 그룹에서 [찾기]를 클릭합니다.
2. [찾기 및 바꾸기] 대화상자에서 [바꾸기] 탭을 클릭하여 찾을 내용에 '케이스', 바꿀 내용에 '박스', 찾는 위치는 '현재 문

서', 찾을 조건은 '필드의 일부'로 선택한 후 [모두 바꾸기]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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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입고현황' 테이블을 열고 상품명의 '밀레연필'에서 '연필' 부분을 드래그한 후 '볼펜'을 입력한 후 를 클릭합니다.

1. '교재 할인가' 쿼리를 클릭하고 [만들기] 탭의 [보고서] 그룹에서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합니다.
2. 모든 필드를 선택하고 [다음], [다음], [다음], [마침]을 클릭합니다.

1. [인쇄 미리 보기] 탭의 [확대/축소] 그룹에서 [두 페이지] 클릭합니다.
2. [미리 보기 닫기] 그룹의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클릭합니다.

1. [파일]-[인쇄]에서 [인쇄]를 클릭합니다.
2. 인쇄 범위의 ‘인쇄할 페이지’의 시작에 '2', 끝에 '2'를 입력하고 인쇄 매수의 매수를 '3' 으로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1. [데이터베이스 도구] 탭의 [관계] 그룹에서 [관계]를 클릭합니다.
2. [관계] 그룹의 [테이블 표시]를 클릭하여 '응시생성적' 테이블과 '응시생정보' 테이블을 더블클릭 한 후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를 [닫기] 합니다. 
3. '응시생성적' 테이블의 '수험번호'를 클릭하여 '응시생정보' 테이블의 '수험번호'로 드래그합니다.
4. [조인 유형] 클릭하여 '2' 속성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5.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1. [관계] 대화상자의 화살표를 클릭하고  를 클릭합니다.
2. ‘선택한 관계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영구히 삭제하시겠습니까?’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

'상품명'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한 후 [필드 너비]를 선택하고 [자동 맞춤]을 클릭합니다.

'응시생정보' 테이블의' 응시지역 '필드에서 '서울'을 클릭한 후 [홈] 탭의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선택 영역] 클릭하여 "[ 
서울"과(와) 같음]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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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현황 폼'을 열고 '현재 레코드' 창에 '15'를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수량의 '2'를 드래그하여 '3'으로 변경한 후  를 누릅니다.

[파일]-[인쇄]에서 [인쇄]를 클릭한 후 인쇄 범위에서 '선택한 레코드'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주문현황'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닫기] 클릭

[파일]에서 [끝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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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

정답 : ①

정답 : ①
메모, 날짜/시간, 하이퍼링크 형식은 연결되는 값에 따라 자동으로 크기가 설정되기 때문에 크기를 지정하는 속성 란이 제공
되지 않는다.

정답 : ①

리본 메뉴 오른쪽 상단의 [최소화] 단추를 클릭하고,'주문현황' 테이블을 더블클릭합니다.

회원관리 테이블을 열고 '이름'에 ‘홍길순’, 나이에'19'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회원관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점수' 쿼리를 디자인 보기로 열어 '응시지역' 필드의 조건에 '대전'을 입력한 후 [쿼리 도구]-[디자인] 탭의 [결과] 그룹에서 
[실행]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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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현황 폼'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폼 디자인 도구]-[디자인] 탭의 [테마] 그룹에서 [테마]를 클릭하여 기본 제공의 '
가을' 테마를 선택합니다.

[파일]-[다른 이름으로 개체 저장]을 클릭한 후 이름에 '가을 폼' 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1. '응시생' 폼을 열고 엑셀 값이 입력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에 커서를 위치시킵니다.
2. [홈] 탭의 [정렬  및 필터] 그룹의 [필터] 클릭하여 [숫자 필터]에서 [다음보다 큰 경우]를 선택한 후 [사용자 지정 필터]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90'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파일]-[인쇄]에서 [인쇄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20개의 레코드 중에서 3개의 레코드만 보여집니다.

1. [만들기] 탭의 [쿼리] 그룹에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하여 '교재정보' 테이블을 [추가]한 후 [테이블 표시] 대화상자는 [닫기]합니다.
2. 모든 필드를 선택하여 추가한 후 '교재이름' 필드의 조건에 '수학*'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3. 쿼리 이름을 '수학교재'로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1. [데이터베이스 도구] 탭의 [관계] 그룹에서 [관계]를 클릭합니다.
2. 테이블 표시를 클릭하여 '응시생성적' 테이블과 '응시생정보' 테이블을 더블클릭하여 열기한 후 대화상자를 [닫기]합니다.
3. '응시생성적' 테이블의 '수험번호'를 클릭하여 '응시생정보' 테이블의 '수험번호'로 드래그합니다.
4. 조인 유형을 클릭하여 '3' 속성으로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5.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관계 도구]-[디자인] 탭의 [도구]그룹에서 [관계 보고서]를 클릭합니다.

1. [외부 데이터] 탭의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에서 [Excel]을선택하고 [찾아보기] 단추를 클릭하여 'C:\ICDL\Module5\모의
고사3\시험응시 성적표.xlsx' 파일을 원본으로 지정하고,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를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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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heet1' 파일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 '첫 행에 열 머리글 있음'에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하고 '기본 키 없음'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테이블로 가져오기에 '성적표'로 입력하고 [마침]을 클릭한 후 [닫기]합니다.

'성적표'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이름 바꾸기] →'시험응시성적'으로 입력한 후에 를 누릅니다.  
 

1. '주문정보상세보기' 쿼리를 클릭하고 [만들기] 탭의 [폼] 그룹에서 [폼 마법사]를 클릭합니다.
2. 모든 필드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 '열 형식'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고 제목에 '주문정보상세'로 입력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1. '주문정보상세'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연 후 '단가' 텍스트 상자를 클릭합니다.
2. 텍스트상자 면의 사각형을 마우스로 누르면서 왼쪽으로 끌어 당겨 크기를 조절합니다.

1. [홈] 탭의 [보기] 그룹에서 [보기]의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하여 '폼 보기'를 선택합니다.
2. [현재 레코드] 창에'10'을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1. 파일]-[인쇄]에서 [인쇄]를 클릭합니다. 
2. 인쇄 범위를 '선택한 레코드'로 선택하고, 인쇄 매수에 '2'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1. 열려있는 '주문정보상세'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닫기]를 클릭합니다.
2. Access개체의 보고서에서 '합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을 클릭하여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1. [보고서 디자인 도구]-[디자인] 탭의 [테마] 그룹에서 [글꼴]을 '각'으로 선택합니다.
2. ‘합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닫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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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격자 보고서'의 디자인 보기로 열기 합니다. 
2. 본문 영역의 '평균' 컨트롤을 선택하고,  [보고서 디자인 도구]-[디자인] 탭의 [도구] 그룹에서 [속성  시트]를 클릭합니다.
3. 형식을 '표준'으로 선택합니다.

1. Access개체의 보고서에서 '합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삭제]를 누릅니다.
2. '보고서 ’합격‘을(를) 영구적으로 삭제하시겠습니까?'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

'회원관리'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성별'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텍스트'로 변경합니다.

1. '합격자 보고서'의 보고서를 열고  [파일]-[인쇄]에서 [인쇄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2. [인쇄 미리 보기] 탭의 [페이지 크기] 그룹에서 '데이터만 인쇄'에 체크하고, [인쇄] 그룹에서 [인쇄]를 클릭합니다.
3. 인쇄 매수를 '1'로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1. '주문현황'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수량 필드 아래 [필드 이름]에 '단가'를 입력하고 [데이터 형식]을 '숫자'로 지정
하고 [필드 속성]의 형식을 '통화'로 지정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2. '주문현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닫기]를 선택합니다.

1. '불합격자 점수' 쿼리를 클릭하고 [만들기] 탭의 [보고서] 그룹에서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합니다.
2. [모든 필드]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 '응시지역'을 그룹으로 선택하고 [다음], '이름'으로 오름차순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모양은 '단계', 용지 방향은 '가로'로 지정하고 [다음], 보고서 제목을 '불합격자'로 입력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열려있는 '불합격자' 보고서 창의 '불합격자'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레이아웃 보기]를 선택합니다.

'교재정보'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로 열고 '페이지 바닥글'의 날짜 컨트롤을 클릭하여 커서의 모양이 네 방향의 화살표로 보일 
때 끌고 페이지 머리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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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관리'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여 [내보내기]에서 [텍스트 파일]을 선택합니다.
2. [확인], [다음]을 클릭한 후 필드를 나눌 구분 기호에서 '공백'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한 후  [마침]을 선택합니다.
3. [내보내기] 대화상자에서 [닫기]를 클릭합니다.

1. '교재이름' 필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필드 너비]를 클릭합니다.
2. [열 너비] 대화상자에서 '30'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1. [홈] 탭의 [레코드] 그룹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2. 주문일자 : '2013-11-25', 상품코드 : 'D-0002', 고객ID : 'ssem', 수량 : '10'으로 입력합니다.

1. 현재 레코드에 '5'를 입력하여 5번 레코드로 이동합니다.
2. 레코드 선택 단추 클릭 하고 키를 누룹니다.
3. ‘1 레코드를 삭제 합니다.’ 문구의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

'거래정보' 테이블을 열고,'거래일자' 필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필드 숨기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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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정답 : ④

정답 : ①
여러 개의 필드를 묶어서 기본키로 설정할 수 있다.

정답 : ②
보고서는 테이블이나 쿼리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그룹하여 인쇄하기 위한 개체

1. [파일]-[열기]를 선택한 후 [열기] 대화상자에서 'C:\ICDL\Module5\모의고사4\모의4예제.accdb'문서를 선택하고 [열기]
를 클릭합니다.

2. ,'상품입고쿼리' 쿼리를 더블클릭하여 열기 한 후 '상품입고쿼리'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디자인 보기]
를 선택합니다.

1. '입고단가' 필드의 조건을 삭제하고,'상품명' 필드의 조건에 '샤인*'을 입력합니다.
2. [저장]을 클릭합니다.

1. '회원관리' 테이블을 열고 '장수용' 이름의 레코드를 선택한 후 키를 누릅니다.
2. ‘1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문구의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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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정보' 테이블을 열고 '교재이름' 필드의 드롭다운 단추 클릭하여 ‘텍스트 필터’에서‘ 다음을 포함하는 경우’를 선택합니다.
2. [사용자 지정 필터] 대화상자에서 '수학'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홈] 탭의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필터 적용/해제] 클릭합니다.

'교재정보' 테이블을 열고 '교재이름' 필드의 드롭다운 단추 클릭하여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을 선택합니다.

1. 쿼리 개체의 '응시생성적분석'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여 열기합니다.
2. [평균]과 [합격 여부] 필드의 [표시] 부분의 체크박스를 해제합니다.

1. [만들기] 탭의 [쿼리] 그룹에서 [쿼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테이블에서 '응시생정보'를 [추가]한 후 테이블 표시를 [닫기]합니다.
2. '응시생정보'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더블클릭해서 추가 한 후 '응시지역' 필드의 조건에' "<>서울"'을 입력합니다.
3.  [저장]을 클릭하고 '지방응시생'으로 이름을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1. 쿼리 개체의 '합격자 점수'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2.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 [평균] 필드의 [조건] 부분의 조건 내용을 모두 삭제합니다
3. [평균] 조건에' >=80'으로 수정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1. '품명관리' 테이블을 열고,'핸드폰'에서 '핸드'를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스마트'로 입력하여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2. '디지털카메라'에서 '디지털'을 드래그하여  를 눌러 삭제합니다.

1. '품명관리'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디자인 보기로 열기합니다.
2. '품명이름' 필드로 커서를 이동한 후 [필드 속성]-[일반] 탭의 인덱스에서 '예(중복 가능)'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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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드 이름에 '개수'를 입력하고, 데이터 형식은 '숫자'를 선택한 후 필드 속성의 형식은 '표준', 소수 자릿수는 '0' 으로 지
정합니다.

2. [저장]을 클릭합니다.

'상품입고현황'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기한 후 '상품코드' 필드로 커서를 이동하고, [테이블 도구]-[디자인] 탭의 [도구] 
그룹에서 [기본키]를 클릭합니다.

1. '거래정보'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기한 후 '주문지사' 필드의 행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행 삽입]
을 클릭합니다. 

2. '주문지사' 필드 위쪽에 필드 이름에 '가격'을 입력하고 데이터 형식에 '숫자'로 지정합니다.
 

'거래정보'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거래번호' 필드를 선택한 후 [테이블 도구]-[디자인] 탭의 [도구] 그룹에 서'기본 
키'를 클릭하여 해제합니다.

1. '주문현황' 테이블을 더블클릭하여 열기 한 후 '고객ID' 필드의 드롭다운 단추 클릭합니다.
2. [모두 선택]을 클릭하여 모든 선택을 해 제한 후 'seong'인 레코드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3. '고객ID' 필드의 드롭다운 단추 클릭하여 '고객ID에서 필터 해제를 '클릭합니다.

하단의 검색 창에'수학나라'을 입력하고  를 클릭합니다. 

1. '지방응시행' 쿼리를 디자인 보기로 열기한 후 '응시지역' 필드의 열 머리글을 클릭하여 열 전체가 선택되면 '이름'필드 
뒤로 드래그하여 끌고 갑니다.

2. '주민등록번호' 열 머리글을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 필드가 선택되면  를 누릅니다.

1. '주문현황' 테이블을 클릭하고 [만들기] 탭의 [폼] 그룹에서 [폼 마법사] 클릭합니다.
2. 사용 가능한 필드를 모두 선택 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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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 형식'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고 폼 제목을 '주문현황'으로 입력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1. [홈] 탭의 [레코드]  그룹의 [새로  만들기] 클릭합니다.
2. 주문일자 : '2013-12-01', 상품코드 :'F-0001', 고객ID : 'seong', 수량 : '5'를 입력하고 를 클릭합니다.

1. '응시생성적분석' 폼을 열고, 10번째 레코드로 이동한 후 [레코드 선택기]를 클릭합니다.
2. [홈] 탭의 [레코드] 그룹에서 [삭제]를 클릭합니다.
3. ‘1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문구의 대화상자가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

본문의 '합격여부' 레이블을 클릭하여 선택하고 을 누르면서 '합격여부' 컨트롤을 선택한 후  를 누릅니다.

폼 머리글의 '응시생성적분석1'을 드래그한 후 '응시생'으로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1. [만들기] 탭의 [보고서] 그룹에서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한 후 테이블/쿼리(T)에서 ‘주문정보상세보기’ 쿼리를 선택합니다.
2. 모든 필드를 더블클릭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 '거래일자'를 더블클릭하여 그룹으로 지정하고 [그룹화 옵션]에서 '그룹화 간격'을 '일'로 지정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하고 '교재이름'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모양을 '블록'으로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하고 보고서 제목으로 '주문정보상세'를 입력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디자인 보기'로 열기한 후 페이지 머리글의 '거래일자' 레이블을 클릭하고  키와 본문의 '거래일자' 컨트롤을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1. '주문정보상세'를 디자인 보기로 열기한 후 보고서 바닥글을 드래그하여 공간을 확보합니다.
2. [보고서 디자인 도구]-[디자인] 탭의 [컨트롤] 그룹에서 [텍스트상자]를 클릭한 후 [보고서 바닥글] 구역으로 이동한 후 금

액 필드가 있는 위치에 드래그하여 텍스트 상자를 그립니다.
2. 언바운드가' 표시되어 있는 텍스트상자에 '=SUM([금액])'을 입력하고, 레이블에 기존 텍스트를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금

액 합계'를 입력하고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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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일]-[인쇄]에서 [인쇄]를 클릭합니다.
2. 인쇄 범위를 '인쇄할 페이지'로 선택하여 시작에 '1', 끝에 '1'을 입력하고, 인쇄 매수의 매수에 '1'을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1. '디자인 보기'로 열기한 후 [보고서 디자인 도구]-[디자인] 탭의 [그룹화 및 요약] 그룹에서 [그룹화 및 정렬]을 클릭합니다.
2. 하단의 그룹, 정렬 및 요약에서  X로 그룹을 삭제합니다.

1. '주문현황 폼'을 열기한 후 현재 레코드에'10'을 입력하고  를 클릭합니다.
2. [파일]-[인쇄]의 [인쇄]를 클릭한 후 인쇄 범위를 '선택한 레코드'로 선택 [확인]을 클릭합니다.

1. '주문정보상세보기'쿼리를 열고 [파일]-[인쇄]에서 [인쇄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2. [인쇄 미리 보기] 탭의 [페이지 레이아웃] 그룹에서 '페이지 설정'을 클릭합니다. 
3. [페이지] 탭으로 이동한 후 용지 방향은'가로', 용지는'A4'로 설정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인쇄 미리 보기] 탭- [인쇄] 그룹에서 [인쇄] 클릭하고 인쇄 범위는'모두'로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점수' 쿼리를 디자인 보기로 열어 '응시지역' 필드의 조건에 '대전'을 입력하고 [쿼리 도구]의 [디자인] 탭의 [결과] 그룹에서 
[실행] 클릭합니다.

[파일]에서 [끝내기]를 클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