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파일] 탭-[새로 만들기]-[예제 서식 파일]에서 '병합 팩스(균형)'을 선택한다.
2. 문서의 형식을 '서식 파일'로 선택하고 [만들기]를 클릭한다.
3. [파일] 탭-[저장]을 클릭하여 저장 위치를 '바탕 화면'으로 선택하고, 파일명에 '팩스서식'으로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1. [파일] 탭-[옵션]을 클릭한다.
2. [일반]에서 사용자 이름을 '드림IT'로 입력하고 [저장]에서 기본 파일 위치를 'C\ICDL'로 입력한 후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1. 첫 줄의 제목을 블록으로 선택하고 [홈] 탭-[스타일] 그룹-[빠른 스타일]에서 '강한 인용'을 클릭한다.
2. [보기] 탭-[창] 그룹-[창 전환]에서 '팩스서식.dotx'를 클릭한다.
3. [파일] 탭-[닫기]를 클릭한다.

1. 5줄의 단락 분리 기호 앞에 클릭하고 를 눌러 삭제한다.
2. + 를 눌러 '단락 유지 줄 바꿈'으로 변경한다.

1. [홈] 탭-[단락] 그룹의  [단락] 대화상자에서 단락 앞 간격과 뒤 간격을 각각 '10pt'로 입력한다.
2. 줄 간격은 1줄로 입력한다.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상태 표시줄의 확대/축소에서 조정하여 80%로 맞춘다.

1. 제목을 블록으로 선택하고 [홈] 탭-[클립보드] 그룹-[서식 복사]를 클릭한다.
2. 두 번째 페이지의 제목을 드래그한다.
 



1. 세 번째 단락을 블록으로 선택하고 [홈] 탭-[단락] 그룹-[양쪽 맞춤]을 클릭한다.
2. 네 번째 단락과 다섯 번째 단락을 블록으로 선택하고 [홈] 탭-[단락] 그룹-[오른쪽 맞춤]을 클릭한다.
3.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저장]을 클릭한다.

1. '구역 나누기' 기호를 클릭하고 를 눌러 삭제한다.
2. [페이지 레이아웃] 탭-[페이지 설정] 그룹-[나누기]-[페이지]를 클릭한다( +).

1. [삽입] 탭-[머리글/바닥글] 그룹-[페이지 번호]-[아래쪽]-[일반 번호 3]을 클릭한다.
2. [머리글/바닥글 도구]-[디자인] 탭-[머리글/바닥글] 그룹-[페이지 번호]-[페이지 번호 서식]을 클릭한다.
3. 시작 번호를 '3'으로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4. [머리글/바닥글 도구]-[디자인] 탭-[닫기] 그룹-[머리글/바닥글 닫기]를 클릭한다.

1. [홈] 탭-[편집] 그룹-[찾기]를 클릭한다.
2. 왼쪽 탐색 창 검색란에 '오만원권'을 입력하고 를 누른다.
3. 검색된 단어 중 2번째 단어를 클릭한다.

1. [페이지 레이아웃] 탭-[페이지 설정] 그룹-[용지 방향]을 '가로', [크기]는 'A5'로 선택한다.
2. [삽입] 탭-[머리글/바닥글] 그룹-[페이지 번호]-[아래쪽]-[일반 번호 3]을 클릭한다.
3. [머리글/바닥글 도구]-[디자인] 탭-[닫기] 그룹-[머리글/바닥글 닫기]를 클릭한다.

1. [페이지 레이아웃] 탭-[페이지 배경] 그룹-[페이지 테두리]를 클릭한다.
2. 색은 표준 색 '빨강', 두께는 '1½'로 선택하여 '상자'를 클릭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3. [페이지 레이아웃] 탭-[페이지 배경] 그룹-[페이지 색]을 클릭하고, 표준 색 '주황'을 선택한다.

1. 첫 번째 페이지의 제목을 블록으로 선택한다.
2. [홈] 탭-[글꼴] 그룹에서 글꼴은 '궁서', 크기는 '16', '이중 밑줄', 글자 색은 '파랑'으로 선택한다.



1. [삽입] 탭-[머리글/바닥글] 그룹-[머리글]-[머리글 편집]을 클릭한다.
2. 머리글에 '위폐지폐'로 입력하고, [머리글/바닥글 도구]-[디자인] 탭-[탐색] 그룹-[바닥글로 이동]을 클릭한다.
3. 바닥글에서 [머리글/바닥글 도구]-[디자인] 탭-[삽입] 그룹-[날짜 및 시간]을 클릭한다.
4. 형식을 '2013년 2월 23일' 형식으로 선택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5. [머리글/바닥글 도구]-[디자인] 탭-[닫기] 그룹-[머리글/바닥글 닫기]를 클릭한다.

1. 문서의 마지막 단락을 블록으로 선택한다.
2. [홈] 탭-[클립보드] 그룹-[잘라내기]를 클릭한다. '이 책자는 3만부를~'로 시작하는 단락의 위를 클릭하고 [홈] 탭-[클립보
드] 그룹-[붙여넣기]를 클릭한다.

1. 문서의 제목 아래를 클릭하고 [삽입] 탭-[일러스트레이션] 그룹-[그림]을 클릭한다.
2. '모의고사1' 폴더에서 '10만원권.jpg'를 선택하고 [삽입]을 클릭한다.
3. 삽입된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 도구]-[서식] 탭-[크기] 그룹에서 [레이아웃] 대화상자를 꺼낸다.
4. 대화상자에서 배율을 80%로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1. 그림을 선택하고 [홈] 탭-[클립보드] 그룹-[복사]를 클릭한다.
2. 문서의 끝에 커서를 위치하고 [홈] 탭-[클립보드] 그룹-[붙여넣기]를 클릭한다.
3. [그림 도구]-[서식] 탭-[정렬] 그룹에서 [회전]-[좌우 대칭]을 클릭한다.
4. 위에 있는 그림을 선택하고 를 누른다.

1. 표에서 1행을 클릭하고 [표 도구]-[레이아웃] 탭-[셀 크기] 그룹에서 높이 '1cm', 6열을 클릭하여 6열의 너비는 '4cm'로 입력한다.
2. [표 도구]-[레이아웃] 탭-[표] 그룹-[선택]-[표 선택]을 클릭한다.

1. 표의 마지막 행을 블록으로 선택하고 [표 도구]-[디자인] 탭-[테두리 그리기] 그룹에서 선 모양을 '이중 실선'으로 선택한다.
2. [표 도구]-[디자인] 탭-[표 스타일] 그룹-[테두리]-[아래쪽 테두리]를 클릭한다.
3. 표 전체를 선택하고 [표 도구]-[디자인] 탭-[테두리 그리기] 그룹에서 선 모양을 임의의 점선으로 선택한다.
4. [표 도구]-[디자인] 탭-[표 스타일] 그룹-[테두리]-[안쪽 테두리]를 클릭한다.
5. 1행을 블록으로 선택하고 [표 도구]-[디자인] 탭-[표 스타일] 그룹-[음영]에서 표준 색 '연한 녹색'을 클릭한다.
 



1. 표의 2행을 클릭하고 [표 도구]-[레이아웃] 탭-[행 및 열] 그룹-[삭제]-[행 삭제]를 클릭한다.
2. 마지막 행을 클릭하고 [표 도구]-[레이아웃] 탭-[행 및 열] 그룹-[아래에 삽입]을 클릭한다.
3. 1행을 블록으로 선택하고 [표 도구]-[레이아웃] 탭-[맞춤] 그룹-[정가운데]를 클릭한다.

1. 표 아래에 커서를 위치하고 '문화재 지킴이'를 입력한 후 내용을 블록으로 선택한다.
2. [홈] 탭-[글꼴] 그룹에서 글꼴은 '바탕', 크기는 '12', 글자 속성은 '굵게', '기울임꼴'로 선택한다.

1. 해당 문단을 블록으로 선택한다. [홈] 탭-[단락] 그룹에서 임의의 글머리 기호를 선택한다.
2. 3번째 목록 내용 끝에서 를 눌러 네 번째 목록을 만든다.
3. 네 번째 단락에서 [홈] 탭-[단락] 그룹에서 '1, 2, 3' 번호 형식으로 변경한다.

1. 첫 줄 제목을 블록으로 선택하고  을 누른 상태에서 표 아래 제목을 블록으로 선택한다.
2. [홈] 탭-[글꼴] 그룹-[글꼴 크기 늘림]을 클릭한다.

1. 첫 줄 제목을 블록으로 선택하고 [홈] 탭-[글꼴] 그룹-[대/소문자 바꾸기]-[대문자로]를 클릭한다.
2. 내용 부분을 블록으로 선택하고 [홈] 탭-[글꼴] 그룹-[대/소문자 바꾸기]-[소문자로]를 클릭한다.
3. [파일] 탭-[닫기]를 클릭한다.

1. [페이지 레이아웃] 탭-[페이지 설정] 그룹-[하이픈 넣기]-[자동]을 클릭한다.
2. [파일] 탭-[저장]을 클릭하고, [파일] 탭-[닫기]를 클릭한다.

1. '워크숍 초청장.docx' 문서를 열기한다.
2. [편지] 탭-[편지 병합 시작] 그룹-[편지 병합 시작]-[편지]를 클릭한다.
3. [편지] 탭-[편지 병합 시작] 그룹-[편지 병합 시작]-[받는 사람 선택]-[기존 목록 사용]을 클릭하고 '리스트.docx' 문서를 

선택한다.



1. 5줄 회원님 앞에 커서를 위치한다.
2. [편지] 탭-[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병합 필드 삽입]-[성명]을 선택한다.
3. '('를 입력하고 [편지] 탭-[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병합 필드 삽입]-[전화번호]를 선택하고 ')'를 입력한다.

1. [편지] 탭-[마침] 그룹-[완료 및 병합]-[개별 문서 편집]을 클릭한다.
2. 시작에 '2', 끝에 '4'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3. [파일] 탭-[저장]을 클릭하고 저장 위치를 '바탕 화면', 파일명에 '초대장-완성'으로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한다.

1. [편지] 탭-[마침] 그룹-[완료 및 병합]-[문서 인쇄]를 클릭한다.
2. '모두'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른다.
3. [인쇄] 대화상자에서 한 면에 인쇄할 페이지 수를 '2페이지'로 선택하고, 매수에 '2'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1. [검토] 탭-[언어 교정] 그룹-[맞춤법 및 문법 검사]를 클릭한다.
2. 추천 단어로 [변경]을 클릭하고, 사전에 없는 단어는 [사전에 추가]를 클릭한다.

1. [파일] 탭-[도움말]-[Microsoft Office 도움말]을 클릭한다.
2. 검색란에 '글머리 기호'를 입력하고 를 누른다.
3. 검색된 내용 중에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찾아 클릭한다.

1. [홈] 탭-[편집] 그룹-[바꾸기]를 클릭한다.
2. 찾을 내용에 '와인'을, 바꿀 내용에 'Wine'을 입력하고 [모두 바꾸기]를 클릭한다.
 

1. 문서의 마지막을 클릭한다.
2. [삽입] 탭-[일러스트레이션] 그룹-[클립아트]를 클릭한다.
3. 검색란에 '와인'을 입력하고, 검색할 형식에서 '그림'과 '사진'만 선택하여 검색한다.
4. 임의의 클립아트를 클릭하여 삽입한다.



1. [페이지 레이아웃] 탭-[페이지 설정] 그룹-[여백]-[좁게]를 선택한다.
2. [페이지 레이아웃] 탭-[페이지 설정] 그룹-[여백]-[사용자 지정 여백]을 선택한다.
3. 여백을 왼쪽에 '2.5cm', 오른쪽에 '2.5cm'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1. 삽입된 클립아트 위쪽에 커서를 위치하고 [삽입] 탭-[텍스트] 그룹-[빠른 문서 요소]-[필드]를 클릭한다.
2. 필드 이름을 'Date'로 선택하고, 날짜 형식을 '2013년 2월 23일 토요일'로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파일] 탭-[열기]에서 'C:\ICDL\Module3\모의고사2\베게의 건강학.docx'를 열기한다.

제목 아래에 있는 [페이지 나누기] 편집 기호 앞에 커서를 위치하고, 를 누른다.

1. 첫 번째 줄의 제목 텍스트를 드래그하여 범위를 지정한다.
2. [홈] 탭-[스타일] 그룹에서 [제목]을 클릭한다.

1. [검토] 탭-[언어 교정] 그룹에서 [맞춤법 및 문법 검사]를 클릭하여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추천 단어 및 문장'에서 선택한 
후 [변경]을 클릭한다.

2. 맞춤법 검사가 끝났다는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확인]을 클릭한다.

[홈] 탭-[편집] 그룹-[바꾸기]를 클릭하면 [찾기 및 바꾸기] 대화상자가 나타나고, 찾을 내용에 '목뼈'를 입력하고, 바꿀 내용
에 '경추'를 입력한 후 [모두 바꾸기]를 클릭한다.

그림을 선택하여 [그림 도구]의 [서식] 탭-[정렬] 그룹-[텍스트 줄 바꿈]에서 ‘정사각형’을 클릭한다.

1. '고침단명' 텍스트를 범위 지정하고, [참조] 탭-[각주] 그룹에서 [각주 삽입]을 클릭한다.
2. '베개를 높이 베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말'을 입력한다.
 



1. 그림을 선택한다.
2. [그림 도구]의 [서식] 탭-[그림 스타일] 그룹-[그림 효과]를 클릭하고, [반사]의 반사 변형에서 임의의 반사를 클릭한다.

'퀴즈로 풀어보는 베개에 관한 궁금증 BEST!' 다음에 커서를 위치하고 를 누른다.

1. '퀴즈로 풀어보는 베개에 관한 궁금증 BEST!' 텍스트에 범위를 지정한다.
2. [홈] 탭-[글꼴] 그룹에서 글자 크기 '14', 글꼴 색 표준 색의 '녹색', 밑줄을 '이중 밑줄'로 지정한다.

1. '퀴즈로 풀어보는 베개에 관한 궁금증 BEST!' 텍스트에 범위를 지정한다.
2. [홈] 탭-[클립보드] 그룹의 [서식 복사]를 클릭하고, '건강에 좋은 베개의 재료' 텍스트에 드래그한다.

1. '▶ 베개는 꼭 베어야 한다?' 텍스트를 드래그하여 범위를 지정하고  을 누른 상태에서 '▶ 베개는 딱딱한 것 보다 푹
신한 것이 좋다?, ▶ 코골이는 높은 베개가 좋다?, ▶ 아가들, 짱구베개를 베면 효과가 있나?'를 범위 지정한다.
2. [홈] 탭-[글꼴] 그룹에서 '굵게'를 클릭하고, 글꼴 색은 표준 색의 '파랑'을 클릭한다.

1. '건강에 좋은 베개의 재료' 앞에 커서를 위치시킨다.
2. [삽입] 탭-[페이지] 그룹-[페이지 나누기]를 클릭한다.

1. '국화베게 : ~ 편두통에 좋다' 단락을 범위로 지정한다.
2. [홈] 탭-[단락] 그룹-[글머리 기호]의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하고, 임의의 글머리 기호를 클릭한다.

1. '국화베게 : ~ 편두통에 좋다' 단락을 범위로 지정한다.
2. [단락] 대화상자에서 간격의 단락 앞에 '1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1. [파일] 탭-[도움말]을 클릭하고, [지원] 항목에서 [Microsoft Office 도움말]을 클릭한다.
2. 검색 창에 '스타일'을 입력하여 [검색]을 클릭한다.
3. 검색 결과 중에 ‘스타일 기본 사항’을 클릭하여 열람한다.

[파일] 탭-[인쇄]의 설정에서 '용지 한 면에 두 페이지'를 선택하고, 복사본에 '2'를 입력한 후 [인쇄]를 클릭한다.

1. [파일] 탭-[옵션]을 클릭하고, [Word 옵션] 대화상자의 [표시] 항목에서 ‘화면에 항상 표시할 서식 기호’에 '탭 문자'와 '공
백' 서식 기호만 체크 표시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2. [파일] 탭-[저장]을 클릭한 후 [파일] 탭-[닫기]를 클릭한다.

[편지] 탭-[편지 병합 시작] 그룹에서 [편지 병합 시작]을 클릭하여 [편지]를 선택한다.

1. [편지] 탭-[편지 병합 시작] 그룹에서 [받는 사람 선택]을 클릭하여 [기존 목록 사용]을 선택한다.
2.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에서 '주소록.xlsx'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한다.
3. [테이블 선택] 대화상자에서 'Sheet1$' 시트를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4. '님 안녕하세요?' 텍스트 왼쪽에 커서를 이동하고, [편지] 탭-[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에서 [병합 필드 삽입]-[이름]을 클

릭한다.

[편지] 탭-[마침] 그룹에서 [완료 및 병합]의 [문서 인쇄]를 클릭하여 [프린터로 출력]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현재 레코드'를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1. 현재 문서에서 영문을 블록 범위로 지정한다.
2. [페이지 레이아웃] 탭-[페이지 설정] 그룹에서 '하이픈 넣기'의 '자동'을 클릭한다.

1. '12~15'줄의 내용을 드래그하여 범위 지정한다. 
2. [홈] 탭-[단락] 그룹에 확장 단추를 눌러 [단락] 대화상자에서, 들여쓰기의 왼쪽을 '2글자'로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3. [홈] 탭-[단락] 그룹-[번호 매기기]의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하여 '번호 매기기 라이브러리'에서 'A. B. C.'를 클릭한다.



1. 첫 줄의 '인터넷'을 범위 지정한다.
2. [글꼴] 대화상자가 나타나고, '모든 텍스트'의 '강조점'에서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하여 임의의 강조점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1. 본문 내용을 모두 선택한다.
2. [홈] 탭-[단락] 그룹에서 [선 및 단락 간격] 아이콘을 클릭하여 '1.5'를 클릭한다.

1. [페이지 레이아웃]의 [페이지 배경] 그룹에서 [페이지 테두리]를 클릭한다.
2. [페이지 테두리] 탭의 [설정]에서 '그림자'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1. [삽입] 탭-[머리글/바닥글] 그룹에서 [페이지 번호]를 클릭하고, [페이지 번호 서식]을 클릭한다.
2. [페이지 번호 서식] 대화상자에서 페이지 번호 매기기의 '시작 번호'를 클릭하고 '2'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3. [삽입] 탭-[머리글/바닥글] 그룹-[페이지 번호]를 클릭하여 [페이지 번호]-[아래쪽]-[단순형]-[일반 번호 3]을 클릭한다.
4. [머리글/바닥글] 도구의 [디자인] 탭-[닫기] 그룹에서 [머리글/바닥글 닫기]를 클릭한다.

문서의 마지막 단락에 커서를 위치하고 '주요 국가별 속도'를 입력한 후 를 누른다.

[삽입] 탭 [표] 그룹에서 표를 클릭하고, 2×6을 선택한다.

1행 1열에 '국가명', 1행 2열에 '속도(단위 : Mb/초)'를 각각 입력한다.
 

1. 1행을 범위 지정한다.
2. [표 도구]의 [디자인] 탭-[표 스타일] 그룹-[음영]에서 표준 색 '노랑'을 클릭한다.
3. [표 도구]의 [디자인] 탭-[테두리 그리기] 그룹에서 ‘펜 스타일’을 '이중 실선'으로 지정하고, [표 도구]의 [디자인] 탭-

[표 스타일] 그룹-[테두리]에서 '아래쪽 테두리'를 클릭한다.



1. 2열 1행에 커서를 위치하고 [표 도구]의 [레이아웃] 탭-[행 및 열] 그룹에서 '오른쪽에 삽입'을 클릭한다.
2. '비고'를 입력한다.

1. [표 도구]-[레이아웃] 탭-[표] 그룹-[선택]을 클릭하고 '표 선택'을 선택한다.
2. [표 도구]-[레이아웃] 탭-[셀 크기] 그룹-[표 열 너비]에 '4cm'를 입력한다.

[페이지 레이아웃] 탭-[페이지 배경] 그룹에서 [페이지 색]을 클릭하고, 표준 색의 '연한 녹색'을 클릭한다.

1.  과 를 눌러 문서의 마지막으로 이동한다.
2. [삽입] 탭-[텍스트] 그룹-[날짜 및 시간]을 클릭한다.
3. [날짜 및 시간] 대화상자의 사용 가능한 형식에서 '2013-03-03'을 클릭하고 '자동으로 업데이트'에 체크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1. [파일]-[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
2. 저장 위치를 'C:\ICDL\Module3\모의고사2'로 지정하고, 파일 이름을 '인터넷 개요.docx'로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한다.
 



1. [파일] 탭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한다.
2. 파일 이름 : 토마토, 파일 형식 : Word 문서(*.docx)
3. 저장을 누른다.

1. [파일] 탭-[새로 만들기]-[예제 서식 파일]-[병합 편지(오렌지)]를 선택하고, 만들기를 클릭한다.
2. [파일] 탭-[저장]에서 파일 이름에 ‘오렌지 편지’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한다.

[보기] 탭-[창] 그룹-[창 전환]에서 '토마토.docx'를 클릭한다.

1. [파일] 탭-[옵션]을 선택한다.
2. [Word 옵션] 대화상자에서 [저장]을 클릭한다.
3. 기본 파일 위치를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C:\ICDL'로 변경한다.
4. [Word 옵션] 대화상자에서 [일반]을 클릭한다.
5. 사용자 이름을 'ICDL'로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1. [보기] 탭-[확대/축소] 그룹-[확대/축소]에서 '확대/축소'를 클릭한다.
2. [확대/축소] 대화상자에서 백분율을 '105%'로 입력하고, [확인]을 누른다.

1. [파일] 탭-[옵션]을 선택한다.
2. [Word 옵션] 대화상자에서 [표시]를 클릭한다.
3. 화면에 항상 표시할 서식 기호에서 '탭 문자', '단락 기호'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1. [홈] 탭-[편집] 그룹-[찾기]를 클릭한다.
2. [탐색] 창에 '꽃이삭'을 입력한 후 를 누른다.



1. [홈] 탭-[스타일] 그룹에서 [자세히] 단추를 눌러 '제목' 스타일을 선택한다.
2. [홈] 탭-[글꼴] 그룹에서 글자 색은 테마 색 '빨강, 강조 2'를 클릭한다.

1. 'tomato'를 드래그하여 선택하여  을 누르고, 'lycopersicon esculentum'을 드래그한다.
2. [홈] 탭-[글꼴] 그룹의 [대/소문자 바꾸기]에서 '대문자로'를 클릭한다.

' ~ 간격으로 달린다.' 뒤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를 누른다.

' ~ 뾰족하고 깊이 패어 들어간 톱니가 있다.' 뒤에서 커서를 놓고 를 누른다.

1. '[출처] 토마토 | 두산백과에서'를 블록 지정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잘라내기]를 클릭한다.
2. 문장의 맨 아래에서 바로 가기 메뉴에서 붙여넣기 한다.
3. [홈] 탭-[단락] 그룹에서 [텍스트 오른쪽 맞춤]을 클릭한다.

1. 17줄에서 19줄까지 블록 선택한다.
2. [홈] 탭-[단락] 그룹-[글머리 기호]에서 임의의 글머리 기호를 선택한다.

1. [홈] 탭-[단락] 그룹에서 확장 단추를 클릭하여 [단락] 대화상자의 하단에 [탭] 단추를 클릭한다.
2. 탭 위치에 '10cm'를 입력하고, 맞춤은 '오른쪽', 채움선은 '5'로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른다.
 

1. [파일] 탭-[새로 만들기]에서 [새 문서]-[만들기]를 클릭한다.
2. [파일] 탭-[저장]을 클릭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에서 파일명을 '표'로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한다.



작물 종류 재배방법 모종시기 수확시기
토마토 모종구입 5월 초 6월 말

1. '토마토 파종시기 및 수확시기'라고 입력한다.
2. [홈] 탭-[단락] 그룹에서 '가운데 맞춤'한다.
3. 를 누른다.

[홈] 탭-[글꼴] 그룹에서 글자 크기 '15', 글자 색 표준 색 '빨강'을 선택한다.

1. [삽입] 탭-[표] 그룹-[표]-[표 삽입]을 클릭한다.
2. [표 삽입] 대화상자에서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에 '3'을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1. 3행을 클릭하고 [표 도구]-[레이아웃] 탭-[행 및 열] 그룹-[삭제]-[행 삭제]를 클릭한다.
2. 2열을 클릭하고 [표 도구]-[레이아웃] 탭-[행 및 열] 그룹-[오른쪽에 삽입]을 클릭한다.

1.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입력한다.
2. [홈] 탭-[단락] 그룹에서 [가운데 맞춤]을 클릭한다.

1. 3열을 클릭하고 [표 도구]-[레이아웃] 탭-[셀 크기] 그룹-[너비]에서 '4cm'를 입력한다.
2. 1행 아래쪽 경계선에서 마우스 포인트가 상하 화살표로 바뀔 때 마우스를 드래그한다.

[표 도구]-[디자인] 탭-[표 스타일] 그룹에서 스타일을 '밝은 목록 - 강조색 6'으로 선택한다.
 

[표 도구]-[디자인] 탭-[표 스타일 옵션] 그룹에서 '요약 행'에 체크를 한다.



1. [삽입] 탭-[일러스트레이션] 그룹-[그림]을 클릭하여 'C:\ICDL\Module3\모의고사3\토마토.jpg'를 불러온다.
2. 문서 아래쪽 토마토 클립아트를 마우스로 클릭한다.

1. [홈] 탭-[클립보드] 그룹-[잘라내기]를 클릭한다.
2. 표.docx 문서에서 [홈] 탭-[클립보드] 그룹-[붙여넣기]에서 '원본 서식 유지'를 선택한다.

1. [그림 도구]-[서식] 탭-[크기] 그룹 -[너비]에 '6cm'로 입력한다.
2. [그림 도구]-[서식] 탭-[정렬] 그룹-[회전]-[기타 회전 옵션]의 회전 값을 '30°'로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1. [홈] 탭-[단락] 그룹에서 [단락] 대화상자의 들여쓰기에서 첫 줄을 선택하여 '1.5 글자'를 선택한다.
2. 문서 전체를 선택하고 [홈] 탭-[단락] 그룹-[선 및 단락 간격]을 클릭하여 '1.15'로 선택한다.

1. [페이지 레이아웃] 탭-[페이지 설정] 그룹-[하이픈 넣기]를 누른다.
2. 하이픈 넣기 옵션의 [하이픈 넣기] 대화상자에서 '대문자로 된 단어에 하이픈 넣기'를 체크하고 [확인]을 누른다.

1. "God! If you want to save us, ~ 문장 앞에 커서를 놓는다.
2. [페이지 레이아웃] 탭-[페이지 설정] 그룹-[나누기]에서 [페이지]를 클릭한다.

[편지] 탭-[편지 병합 시작] 그룹-[편지 병합 시작]-[디렉터리]를 클릭한다.
 

1. [편지] 탭-[편지 병합 시작] 그룹-[받는 사람 선택]-[기존 목록 사용]을 클릭한다.
2. C:\ICDL\Module3\모의고사3회\명함.xlsx를 불러온다.



1. [편지] 탭-[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병합 필드 삽입]-[이름]을 클릭하고, 같은 방법으로 [직위], [전화번호], [메일주소]를 
삽입한다.

2. [편지] 탭-[완료 및 병합] 그룹-[개별 문서 편집]을 클릭한다.
3. [새 문서로 병합] 대화상자에서 현재 레코드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1. [페이지 레이아웃] 탭-[페이지 설정] 그룹-[용지 방향]을 '가로'로 선택한다.
2. [페이지 레이아웃] 탭-[페이지 설정] 그룹-[여백]-[사용자 지정 여백]에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 '1'을 입력하고 [확인]

을 클릭한다.

1. [페이지 레이아웃] 탭-[페이지 배경] 그룹-[페이지 테두리]를 클릭한다.
2. [테두리 및 음영] 대화상자에서 [테두리 장식하기]에서 '하트 장식'을 클릭하고 [확인]을 누른다.

1. [삽입] 탭-[머리글/바닥글] 그룹-[바닥글]을 클릭한다.
2. [머리글/바닥글]-[디자인] 탭-[삽입] 그룹-[날짜 및 시간]을 클릭한다.
3. [파일] 탭-[저장]을 누른다.

1. [파일] 탭-[인쇄]를 클릭한다.
2. [설정]-[현재 페이지 인쇄]를 클릭한다.
3. 복사본에 '2'를 입력한다.
4. [인쇄] 단추를 클릭한다.
 



1. [파일] 탭-[새로 만들기]-[예제 서식 파일]을 클릭한다.
2. '이력서(균형)'를 선택한 후 [만들기] 버튼을 누른다.
3. [파일] 탭-[저장]에서 파일 형식을 'Word 서식 파일'로 변경하고, 파일 이름은 '이력서'로 입력하고 저장한다.

1. [파일] 탭-[열기]를 누른다.
2. 'C:\ICDL\Module3\모의고사4\Little Prince.docx'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누른다.

1. 작업 표시줄에서 '이력서.dotx'를 클릭한다.
2. [파일] 탭-[닫기]를 클릭한다.

1. [파일] 탭-[옵션]을 클릭한다.
2. [Word 옵션] 대화상자에서 [표시]-[서식 기호 모두 표시]를 클릭한다.
3. [홈] 탭-[단락] 그룹-[편집 기호 표시/숨기기]를 클릭한다.

1. [홈] 탭-[편집] 그룹-[선택]-[모두 선택]을 누른다.
2. [홈] 탭-[글꼴] 그룹-[대/소문자 바꾸기]-[대문자로]를 클릭한다.
3. [페이지 레이아웃] 탭-[페이지 설정] 그룹-[하이픈 넣기]-[자동]을 클릭한다.

1. 그림을 선택한다.
2. [그림 도구]-[서식] 탭-[정렬] 그룹-[위치]에서 '텍스트를 정사각형으로 배치하고, 오른쪽 위로 배치'를 선택한다.
 

1. [삽입] 탭-[일러스트레이션] 그룹-[그림]을 클릭하고, 'C:\ICDL\Module4\모의고사4\prince.jpg'를 선택한다.
2. [그림 도구]-[서식] 탭-[크기] 그룹에서 [확장] 단추를 누른다.
3. 배율의 '가로/세로 비율 고정'을 체크 해제하고, 높이 '5cm', 너비 '9cm'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른다.
4. [홈] 탭-[단락] 그룹-[가운데 맞춤]을 클릭한다.



1. [파일] 탭-[옵션]을 클릭한다.
2. [Word 옵션] 대화상자에서 [일반]을 클릭하여 사용자 이름을 '홍길동'으로 입력한다.
3. [저장]을 클릭하여 ‘기본 파일 위치’를 [찾아보기]를 눌러 'C:\ICDL'로 변경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1. [파일]-[도움말]을 클릭하고, Microsoft Office 도움말을 클릭한다.
2. 검색 창에 '클립보드'를 입력한다.
3. '서식 복사 사용'을 클릭한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한다.

1. 오른쪽 상단의 [리본 메뉴 최소화 단추]를 클릭한다.
2. 하단의 상태 표시줄에 [확대/축소]에서 ◯+  표시를 눌러 화면을 확대한다.

1. [삽입] 탭-[기호] 그룹-[기호]-[다른 기호]
2. [기호] 대화상자에서 [특수문자] 탭으로 이동하고, 저작권 'ⓒ'를 선택하여 [삽입]을 클릭한 후 [닫기]를 누른다.
3. '생텍쥐페리'를 입력한다.

1. [홈] 탭-[편집] 그룹-[바꾸기]를 클릭한다.
2. [찾기 및 바꾸기] 대화상자에서 찾을 내용을 'LITTLE PRINCE'라고 입력하고, 바꿀 내용에 커서를 둔다.
3. 바꿀 내용에 [자세히]를 누른다.
4. [바꾸기]-[서식]-[글꼴]을 눌러 [글꼴 찾기] 대화상자에서 글꼴 색을 표준 색 ‘녹색’을 클릭하고, 임의의 강조점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른다.
5. [모두 바꾸기]를 클릭한다.

 

1. [삽입] 탭-[머리글/바닥글] 그룹-[머리글]를 클릭한다.
2. 비어있음 3열을 선택한 후 오른쪽 정렬에 '어린왕자 본문 중에서'라고 입력한다.
3. [머리글/바닥글 도구]-[디자인] 탭-[탐색] 그룹-[바닥글로 이동]을 클릭한다.
4. [머리글/바닥글 도구]-[디자인] 탭-[삽입] 그룹-[날짜 및 시간]을 클릭한다.
5. [날짜 및 시간] 대화상자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에 체크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6. [머리글/바닥글 도구]-[디자인] 탭-[삽입] 그룹-[빠른 문서 요소]-[필드]를 클릭한다.
7. [필드] 대화상자에서 'FileName'을 클릭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8. [머리글/바닥글 도구]-[디자인] 탭-[닫기] 그룹-[머리말/바닥글 닫기]를 클릭한다.



1. 'THE NEXT DAY THE LITTLE PRINCE CAME BACK'을 블록 선택한다.
2. [홈] 탭-[단락] 그룹-[테두리]-[테두리 및 음영]을 클릭한다.
3. [테두리 및 음영] 대화상자에서 [테두리] 탭에서 두께 '1pt', '그림자'를 클릭한다.
4. [테두리 및 음영] 대화상자 [음영] 탭-[채우기 색]을 표준 색 '주황'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1. [파일] 탭-[저장]한다.
2. [파일] 탭-[닫기]한다.

1. '오복(五福)'을 블록 선택한다.
2. [홈] 탭-[글꼴] 그룹에서 글꼴 '태나무', 글자 크기 '15', 글자 색 테마 색 '파랑, 강조 1'을 선택한다.
3. [홈] 탭-[글꼴] 그룹-[텍스트 효과]에서 임의의 그림자를 선택한다.

1. '오복(五福)' 뒤에 커서를 놓고 [홈] 탭-[단락] 그룹-[가운데 맞춤]을 클릭한다.
2. [홈] 탭-[단락] 그룹-[선 및 단락 간격]-[줄 간격]에서 '2줄'을 클릭한다.

[홈] 탭-[스타일] 그룹에서 [자세히] 단추를 눌러 ‘강한 강조’를 클릭한다.

1. [삽입] 탭-[머리글/바닥글] 그룹-[페이지 번호]를 클릭한다.
2. [아래쪽]-[단순형]-[일반 번호 2]를 선택한다.
3. [머리글/바닥글 도구]-[디자인] 탭-[닫기] 그룹-[머리글/바닥글 닫기]를 클릭한다.
4. [홈] 탭-[클립보드]-[서식 복사]를 한다.

[검토] 탭-[언어 교정] 그룹-[맞춤법 및 문법 검사]를 실행한다.

1. [파일] 탭-[인쇄]를 클릭한다.
2. [인쇄 미리 보기] 창에서 '용지 한 면에 두 페이지'로 선택한 후 복사본에 '2'를 입력하고 [인쇄]를 클릭한다.



1. [홈] 탭-[단락] 그룹-[번호 매기기]를 클릭하여 '①, ②, ③'으로 변경한다.
2. [번호 매기기]를 선택한 후 글꼴 크기 줄임을 한 번 눌러준다.

1. '소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뒤에서 +를 누른다.
2. '사람을 위하여 보람있는 봉사를 해보자는 것이다' 뒤에서 를 누른다.

1. 페이지 나누기 앞에 커서 놓고 를 누른다.
2. 빠른 실행에서 '실행 취소'를 클릭한다.

1. 3열을 선택하고 [표 도구]-[레이아웃] 탭-[병합] 그룹-[셀 병합]을 클릭한다.
2. [표 도구]-[레이아웃] 탭-[행 및 열] 그룹-[위에 삽입]을 클릭한다.
3. [표 도구]-[레이아웃] 탭-[표] 그룹-[선택]-[표 선택]을 클릭한다.
4. [표 도구]-[레이아웃] 탭-[맞춤] 그룹-[정가운데]를 클릭한다.

1. [표 도구]-[레이아웃] 탭-[표] 그룹-[선택]-[열 선택]을 한다.
2. [홈] 탭-[단락] 그룹-[균등 분할]을 클릭한다.
3. [표 도구]-[디자인] 탭-[표 스타일] 그룹-[음영]에서 테마 색 '황록색, 강조 3, 80% 더 밝게'를 선택한다.
 

1. [표 도구]-[레이아웃] 탭-[표] 그룹-[선택]-[표 선택]을 클릭한다.
2. [표 도구]-[레이아웃] 탭-[셀 크기] 그룹-[행 높이를 같게]를 클릭한다.
3. [표 도구]-[디자인] 탭-[테두리 그리기]에서 ‘1½pt’를 클릭한다.
4. [표 도구]-[디자인] 탭-[표 스타일]-[테두리]에서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한다.

1. [페이지 레이아웃] 탭-[페이지 설정] 그룹-[용지 방향]-[가로]를 클릭한다.
2. [페이지 레이아웃] 탭-[페이지 설정] 그룹-[크기]를 클릭하고, 'Letter 8.5×11'을 선택한다.



1. [홈] 탭-[단락] 그룹에서 확장 단추를 누른다.
2. [단락] 대화상자에서 [탭]을 누른다.
3. [탭] 대화상자에서 '5글자', 맞춤 '왼쪽', 채움선 '3'으로 설정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4. 를 누른다.

[편지] 탭-[편지 병합 시작] 그룹-[편지  병합 시작]-[편지]를 클릭한다.

1. [편지] 탭-[편지 병합 시작] 그룹-[받는 사람 선택]-[기존 목록 사용]을 클릭하여 'name.xls' 파일을 선택한다.
2. [편지] 탭-[병합 필드 삽입] 그룹-[성명, 호칭]을 삽입한다.

[편지] 탭-[마침] 그룹-[완료  및 병합]-[문서 인쇄]에서 시작 '1', 끝 '5'로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1. [그림 도구]-[서식] 탭-[정렬] 그룹-[그룹 해제]를 선택한다.
2. 해 그림에서 바로 가기 메뉴를 눌러 복사한다.
3. '오복.docx' 파일에서 바로 가기 메뉴의 붙여넣기 옵션에서 '그림'을 선택하여 붙여넣기 한다.
4. [파일] 탭-[닫기]한다.

[그리기 도구]-[서식] 탭-[정렬] 그룹-[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하여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한다.

1. [페이지 레이아웃] 탭-[페이지 배경] 그룹-[페이지 테두리]를 클릭한다.
2. [테두리 및 음영] 대화상자의 [페이지 테두리] 탭에서 [설정] ‘3차원’을 클릭하고, '이중 실선', '3/4pt', 표준 색 '연한 

녹색'을 클릭한다.

1. [파일] 탭-[저장]을 누른다. 
2. [파일] 탭-[끝내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