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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모의고사 1회
01. 평가양식 표의 너비를 90%,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하고 ‘평가양식’을 대체 텍스트로 추가하시오.

    (실전1-01.docx) [Hint: 표 속성]

1. 평가양식 표 안의 임의의 셀을 클릭해 커서를 이동한다.

2. (1) [표 도구]-[레이아웃] 탭-[표] 그룹-[속성] 명령이나, (2) 표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 [표 속성] 메뉴를 클릭한다.

3. [표 속성] 대화 상자의 [표] 탭에서 [크기]의 ‘너비 지정’ 확인란을 선택한다.

4. [단위]는 ‘퍼센트’로 설정하고 [값]에 90%를 입력한다.

5. [맞춤]은 ‘가운데’로 선택한다.

6. [대체 텍스트] 탭을 선택하고 [설명]에 ‘평가양식’을 입력한다.

7.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02. 현재 문서로 편지 병합을 시작하시오. ‘거래처목록.docx’를 받는 사람 목록으로 입력하고 수신의 

‘거래처’ 텍스트 대신에 거래처명 필드를 추가하시오. 개별 문서를 편집해 병합을 완료하고 ‘초청장’

이라는 파일 이름으로 문서 폴더에 저장하시오. (참고: 다른 기본 설정은 모두 그래도 적용하시오.)

    (실전1-02.docx, 거래처목록.docx) [Hint: 편지 병합]

1. 현재 문서에서 [편지] 탭-[편지 병합 시작] 그룹-[편지 병합 시작] 명령을 클릭해 ‘편지’를 선택한다.

2. [편지] 탭-[편지 병합 시작] 그룹-[받는 사람 선택] 명령을 클릭해 ‘기존 목록 사용’을 선택한다.

3.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에서 ‘거래처목록.docx’ 문서를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4. ‘수신’의 ‘거래처’ 텍스트를 드래그해 선택한 후 <Delete> 키를 누른다.

5. [편지] 탭-[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에서 [병합 필드 삽입] 명령의 목록 단추를 클릭하여 ‘거래처명’ 필드를 클릭한다.

6. [편지] 탭-[마침] 그룹-[완료 및 병합] 명령을 클릭해 ‘개별 문서 편집’을 선택한다.

7. [새 문서로 병합] 대화 상자에서 ‘모두’로 두고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8. 새 문서에 병합 결과가 나타나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저장] 아이콘을 클릭한다.

9.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실행되면 저장 위치를 ‘문서’ 폴더로 이동한다.

10. [파일 이름]에 ‘초청장’을 입력하고 [저장] 단추를 클릭한다.

03. 2페이지에 있는 두 텍스트 상자를 연결하시오. (실전1-03.docx) [Hint: 텍스트 상자 연결 만들기]

1. 2페이지로 이동한다.

2. 왼쪽 텍스트 상자 안쪽을 클릭한다.

3. [그리기 도구]-[서식] 탭-[텍스트] 그룹에서 [연결 만들기] 명령을 클릭한다.

4. 오른쪽 텍스트 상자 안쪽을 클릭해 연결한다.

04. 모든 제목1 텍스트의 서식을 왼쪽 0.75cm 들여쓰기 되고 문자 간격을 좁게 1.2pt가 되도록 설정하

시오. (실전1-04.docx) [Hint: 스타일 수정]

1. [홈] 탭-[스타일] 그룹에서 ‘제목1’ 스타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 [수정] 메뉴를 클릭한다.

2. [스타일 수정] 대화 상자에서 [서식]-[단락] 메뉴를 클릭한다.

3. [단락] 대화 상자의 [들여쓰기 및 간격] 탭에서 [들여쓰기]-[왼쪽]에 0.75cm를 입력한다.

4.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5. [서식]-[글꼴] 메뉴를 클릭한다.

6. [글꼴] 대화 상자의 [고급] 탭에서 [간격]을 ‘좁게’로 선택한다.

7. [값]에 1.2pt를 입력한다.

8.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9. [스타일 수정] 대화 상자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10. 제목1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모든 단락의 서식이 수정된다.

05. 문서 마지막 위치에 현대형 서식의 색인을 삽입하시오.

    (실전1-05.docx) [Hint: 색인 삽입]

1. <Ctrl+End> 키를 눌러 문서 마지막 위치로 커서를 이동한다.

2. [참조] 탭-[색인] 그룹에서 [색인 삽입] 명령을 클릭한다.

3. [색인] 대화 상자의 [서식]에서 ‘현대형’을 선택한다.

4.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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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현재 문서가 Microsoft Word 2002에서 작성된 것처럼 레이아웃이 유지되도록 호환성 옵션을 지정

하시오. (실전1-06.docx) [Hint: 호환성 옵션]

1. [파일] 탭-[옵션] 명령을 클릭한다.

2. [Word 옵션] 대화 상자의 [고급] 탭에서 [호환성 옵션]이 현재 문서인지 확인한다.

3. [다음 프로그램에서 만든 것처럼 레이아웃 지정]의 목록 단추를 클릭해 ‘Microsoft Word 2002’를 선택한다.

4.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07. ‘실전1-07.docx’와 ‘수정문서.docx’를 비교하시오. ‘실전1-07.docx’를 원본 문서로 지정하고 새 문

서에 변경 내용을 모두 표시한 다음 모든 변경 내용을 적용하시오. 새 문서는 ‘비교완료.docx’라는 

파일 이름으로 문서 폴더에 저장하시오.

    (실전1-07.docx, 수정문서.docx) [Hint: 문서 비교]

1. [검토] 탭-[비교] 그룹-[비교] 명령을 클릭해 ‘비교’를 선택한다.

2. [문서 비교] 대화 상자에서 [원본 문서]의 [찾아보기] 명령을 클릭한다.

3. [열기] 대화 상자에서 ‘실전1-07.docx’ 파일을 찾아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4. [수정한 문서]의 [찾아보기] 명령을 클릭한다.

5. [열기] 대화 상자에서 ‘수정문서.docx’ 파일을 찾아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6. [자세히] 단추를 클릭한다.

7. [변경 내용 표시]-[변경 내용 표시 위치]가 ‘새 문서’인지 확인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8. 새 비교 문서가 나타나면 [검토] 탭-[변경 내용] 그룹-[적용] 명령의 목록 단추를 클릭해 ‘문서에서 변경 내용 모두 적용’을 선택한다.

9.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저장] 명령을 클릭한다.

10.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 저장 위치를 ‘문서’ 폴더로 지정한다.

11. [파일 이름]에 ‘비교완료’를 입력한다.

12. [저장] 단추를 클릭한다.

08. ‘귀하의~’ 텍스트에서 첫 줄 들여쓰기 10pt로 적용하는 매크로를 현재 문서에 기록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본문서식’으로 지정하고 ‘우리 협회는 ~ 참여를 바랍니다.’ 단락에 적용하시오.

    (실전1-08.docx) [Hint: 매크로 기록, 매크로 실행]

1. ‘귀하의~’ 단락으로 커서를 이동한다.

2. (1) [개발 도구] 탭-[코드] 그룹-[매크로 기록] 명령이나, (2) 상태 표시줄의 [새 매크로 기록] 아이콘을 클릭한다.

3.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이름]에 ‘본문서식’을 입력한다.

4. [매크로 저장 위치]는 ‘실전1-08.docm’으로 선택한다.

5.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6. [홈] 탭-[단락] 그룹-[확장] 명령을 클릭한다.

7. [단락] 대화 상자에서 [들여쓰기]-[첫 줄]의 ‘첫 줄’을 선택한다.

8. [값]에 10pt를 입력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9. (1) [개발 도구] 탭-[코드] 그룹-[기록 중지] 명령이나, (2) 상태 표시줄의 [기록 중지] 아이콘을 클릭한다.

10. ‘우리 협회는 ~ 참여를 바랍니다.’ 두 단락을 드래그해 선택한다.

11. [개발 도구] 탭-[코드] 그룹-[매크로] 명령을 클릭한다.

12.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본문서식’ 매크로를 선택하고 [실행] 단추를 클릭한다.

13. 매크로가 실행된다.

09. 2페이지에서 참가자 연락처 섹션의 모든 필드 옆에 텍스트 상자 양식 필드를 추가하시오.

    (실전1-09.docx) [Hint: 양식 컨트롤]

1. 2페이지로 이동한다.

2. ‘참가자 연락처’ 섹션의 ‘전화:’ 오른쪽으로 커서를 이동한다.

3. [개발 도구] 탭-[컨트롤] 그룹-[이전 도구] 명령을 클릭하여 [이전 양식]에서 [텍스트 필드(양식 컨트롤)]을 클릭한다.

4. ‘E-mail:’ 오른쪽으로 커서를 이동한다.

5. [개발 도구] 탭-[컨트롤] 그룹-[이전 도구] 명령을 클릭하여 [이전 양식]에서 [텍스트 필드(양식 컨트롤)]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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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페이지의 양식만 입력될 수 있도록 편집을 제한하시오. (참고: 다른 기본 설정은 모두 그래도 적용

하시오.) (실전1-10.docx) [Hint: 편집 제한]

1. [검토] 탭-[보호] 그룹-[편집 제한] 명령을 클릭한다.

2. [서식 및 편집 제한] 작업창의 [2. 편집 제한]에서 ‘이 문서에서 편집을 허용할 유형:’의 확인란을 선택한다.

3. 목록에서 ‘양식 채우기’를 선택한다.

4. [예, 문서 보호를 적용합니다.] 단추를 클릭한다.

5. [문서 보호 적용]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6. [서식 및 편집 제한] 작업창의 [닫기] 명령을 클릭한다.

11. 제목 문서 속성을 머리글에 추가하시오. (실전1-11.docx) [Hint: 머리글 편집]

1. [삽입] 탭-[머리글/바닥글] 그룹-[머리글] 명령을 클릭해 ‘머리글 편집’을 선택한다.

2. 머리글/바닥글 편집 화면으로 이동된다.

3. [머리글/바닥글 도구]-[디자인] 탭-[삽입] 그룹-[빠른 문서 요소]-[문서 속성] 명령을 클릭해 ‘제목’을 선택한다.

4. 제목 콘텐츠 컨트롤이 삽입되면 [머리글/바닥글 도구]-[디자인] 탭-[닫기] 그룹에서 [머리글/바닥글 닫기] 명령을 클릭한다.

12. 두 번째 구역에만 머리글이 표시되지 않도록 삭제하시오.

    (실전1-12.docx) [Hint: 머리글/바닥글 연결]

1. 2구역인 2페이지로 이동한다.

2. (1) 머리글 영역을 더블 클릭하거나, (2) [삽입] 탭-[머리글/바닥글] 그룹-[머리글] 명령을 클릭해 ‘머리글 편집’을 선택한다.

3. 머리글 편집 영역으로 이동된다.

4. [머리글/바닥글 도구]-[디자인] 탭-[탐색] 그룹-[이전 머리글에 연결] 명령을 클릭한다.

5. 머리글의 제목 콘텐츠 컨트롤의 제목을 클릭해 선택한다.

6. <Delete> 키를 누르면 현재 구역의 머리글만 삭제된다.

7. [머리글/바닥글 도구]-[디자인] 탭-[닫기] 그룹-[머리글/바닥글 닫기] 명령을 클릭한다.

13. 다음을 사용하여 새 웹 사이트 출처를 만드시오. 그리고 ‘있거나 없거나’ 텍스트 오른쪽에 출처를 

삽입하시오. (실전1-13.docx) [Hint: 새 출처 추가]

    ․ 저자: Fleming, Levie   ․ 웹 페이지 이름: 교육 설계   ․ 연도: 1978   ․ 태그 이름: Fle_Le78Web

1. ‘있거나 없거나’ 텍스트 오른쪽으로 커서를 이동한다.

2. [참조] 탭-[인용 및 참고 문헌] 그룹에서 [인용 삽입] 명령을 클릭해 ‘새 출처 추가’를 선택한다.

3. [출처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출처 유형] 목록 단추를 눌러 ‘웹 사이트’를 선택한다.

4. [저자]에 ‘Fleming, Levie’를 입력한다.

5. [웹 페이지 이름]에 교육 설계를 입력한다.

6. [연도]에 1978을 입력한다.

7. [태그 이름]에 ‘Fle78web’을 입력한다.

8.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14. ‘강연회.docm’에 있는 매크로를 ‘실전1-14.docm’으로 복사한 후 저장하시오.

    (실전1-14.docm, 강연회.docm) [Hint: 매크로 복사]

1. [개발 도구] 탭-[코드] 그룹-[매크로] 명령을 클릭한다.

2.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구성 도우미] 단추를 클릭한다.

3. [구성 도우미] 대화 상자의 [매크로 프로젝트 항목] 탭에서 왼쪽 원본의 [파일 닫기] 단추를 클릭한다.

4. 매크로를 복사할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 [파일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5. [열기] 대화 상자에서 [파일 형식]을 ‘모든 Word 문서’로 선택한다.

6. ‘실전1-14.docm’ 매크로 사용 문서를 찾아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7. 매크로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 오른쪽 [파일 닫기] 단추를 클릭한다.

8. [파일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9. [열기] 대화 상자에서 [파일 형식]을 ‘모든 WORD 문서’로 선택한다.

10. ‘강연회.docm’ 매크로 사용 문서를 찾아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11. 오른쪽 원본 목록에서 ‘본문서식’ 매크로를 선택하고 [복사] 단추를 클릭한다.

12. 왼쪽 대상 목록에 ‘본문서식’ 매크로가 복사되면 [닫기] 단추를 클릭한다.

13. 변경 내용을 실전1-14.docm 파일에 저장할 것인지를 묻는 메시지 창이 나타나면 [저장] 단추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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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식 파일인 ‘보고서템플릿.dotx’를 현재 열려 있는 문서에 적용하고 문서 스타일을 자동으로 업데

이트하시오. (실전1-15.docx, 보고서템플릿.dotx) [Hint: 서식 파일 첨부]

1. 실전1-15.docx 문서에서 [개발 도구] 탭-[서식 파일] 그룹-[문서 서식 파일] 명령을 클릭한다.

2. [서식 파일 및 추가 기능] 대화 상자의 [서식 파일] 탭에서 [첨부] 단추를 클릭한다.

3. [서식 파일 첨부] 대화 상자에서 [실전모의고사]-[모의고사 1회] 폴더로 이동한다.

4. ‘보고서템플릿.dotx’를 찾아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5. ‘문서의 스타일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확인란을 선택한다.

6.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7. ‘보고서템플릿.dotx’ 서식 파일의 스타일로 대체된다.

16. ‘담록’이라는 항목이 모두 표시되도록 현재 색인을 업데이트 하시오.

    (실전1-16.docx) [Hint: 색인 업데이트]

1. 3페이지의 색인을 클릭해 커서를 이동한다.

2. [참조] 탭-[색인] 그룹-[색인 업데이트] 명령을 클릭한다.

3. 색인 목록에 ‘담록’ 색인 항목이 추가된다.

17. ‘실전1-17.docx’와 ‘검토.docx’ 파일을 새 문서로 병합하시오. ‘실전1-17.docx’를 원본으로 지정하

고 문서의 모든 변경 내용을 적용하시오. 그리고 ‘재교.docx’라는 파일 이름으로 저장하시오.

    (실전1-17.docx, 검토.docx) [Hint: 문서 병합]

1. [검토] 탭-[비교] 그룹-[비교] 명령을 클릭해 ‘병합’을 클릭한다.

2. [문서 병합] 대화 상자에서 [원본 문서]의 [찾아보기] 명령을 클릭한다.

3. [열기] 대화 상자에서 ‘실전1-17.docx’ 문서를 찾아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4. [수정한 문서]도 [찾아보기] 명령을 클릭한다.

5. [열기] 대화 상자에서 ‘검토.docx’ 문서를 찾아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6. [변경 내용 표시]-[변경 내용 표시 위치]가 ‘새 문서’인지 확인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7. 병합 결과가 새 문서에 나타난다.

8. [검토] 탭-[변경 내용] 그룹-[적용] 명령의 목록 단추를 클릭해 ‘문서에서 변경 내용 모두 적용’을 선택한다.

9.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저장] 명령을 클릭한다.

10.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 [파일 이름]에 ‘재교’를 입력한다.

11. [저장] 단추를 클릭한다.

18. 콤보 상자 콘텐츠 컨트롤에 ‘관심분야’를 제목으로 추가하고 삭제되지 않도록 콘텐츠 컨트롤을 잠그

시오. (실전1-18.docx,) [Hint: 콘텐츠 컨트롤 구성]

1. 2페이지의 관심 분야 필드의 콘텐츠 컨트롤을 클릭해 선택한다.

2. [개발 도구] 탭-[컨트롤] 그룹에서 [속성] 명령을 클릭한다.

3. [콘텐츠 컨트롤 속성] 대화 상자에서 [제목]에 관심분야를 입력한다.

4. [잠금]에서 ‘콘텐츠 컨트롤을 삭제할 수 없음’ 확인란을 선택한다.

5.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19. 새 문서를 시작하지 않고 표의 각 위치에 필드가 표시되도록 현재 편지 병합에 필드를 추가하시오. 

‘탑승자목록.docx’를 사용하여 받는 사람 목록을 입력하시오. 회원 등급이 A가 아닌 레코드만 병합

하고 병합 결과를 미리보시오. (실전1-19.docx,) [Hint: 편지 병합]

1. 현재 편지 병합 문서에서 [편지] 탭-[편지 병합 시작] 그룹-[받는 사람 선택] 명령을 클릭해 ‘기존 목록 사용’을 선택한다.

2.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에서 ‘탑승자목록.docx’ 문서를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3. ‘성명’ 오른쪽 셀로 커서를 이동한다.

4. [편지] 탭-[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병합 필드 삽입] 명령의 목록 단추를 클릭하여 ‘성명’ 필드를 클릭한다.

5. ‘회원ID’ 오른쪽 셀로 커서를 이동한다.

6. [편지] 탭-[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병합 필드 삽입] 명령의 목록 단추를 클릭하여 ‘회원 ID’ 필드를 클릭한다.

7. ‘여권번호’ 오른쪽 셀로 커서를 이동한다.

8. [편지] 탭-[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병합 필드 삽입] 명령의 목록 단추를 클릭하여 ‘여권번호’ 필드를 클릭한다.

9. [편지] 탭-[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규칙] 명령을 클릭해 ‘Skip Record If’를 선택한다.

10. [Word 필드 삽입: Skip Record If] 대화 상자에서 [필드 이름]을 ‘회원등급’으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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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교]는 ‘=’를 선택하고 [바교값]에 ‘A’를 입력한다.

12.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13. [편지] 탭-[결과 미리 보기] 그룹-[결과 미리 보기] 명령을 클릭한다.

20. 그림을 빠른 문서 요소인 문서 블록으로 저장하시오. 문서 블록 이름은 ‘바닥글 그림’으로 지정하고 

바닥글 갤러리에 저장하시오. 그리고 바닥글에 바닥글 그림 문서 블록을 삽입하시오.

    (실전1-20.docx) [Hint: 새 문서 블록 만들기, 바닥글 삽입]

1. 그림을 선택한다.

2. [삽입] 탭-[텍스트] 그룹-[빠른 문서 요소] 명령을 클릭해 ‘선택 영역을 빠른 문서 요소 갤러리에 저장’을 선택한다.

3. [새 문서 블록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이름]에 ‘바닥글 그림’을 입력한다.

4. [갤러리]는 ‘바닥글’을 선택한다.

5.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6. [삽입] 탭-[머리글/바닥글] 그룹-[바닥글] 명령을 클릭해 ‘바닥글 그림’을 선택한다.

7. 바닥글 편집 영역에 바닥글 이미지가 삽입된다.

8. [머리글/바닥글 도구]-[디자인] 탭-[닫기] 그룹-[머리글/바닥글 닫기] 명령을 클릭한다.

21. 출처 관리자를 사용하여 ‘참고.xml’을 사용이 가능한 출처 목록으로 지정하시오.

    (실전1-21.docx, 참고.xml) [Hint: 출처 관리]

1. [참조] 탭-[인용 및 참고 문헌] 그룹-[출처 관리] 명령을 클릭한다.

2. [출처 관리자] 대화 상자의 사용 가능한 출처의 마스터 목록에서 [찾아보기] 단추를 클릭한다.

3. [출처 목록 열기] 대화 상자에서 ‘참고.xml’ 파일을 찾아 선택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4. [출처 관리자] 대화 상자에 참고.xml 출처 파일에 저장되어 있던 출처 목록이 나타난다.

5. [닫기] 단추를 클릭한다.

22. 현재 문서를 기준으로 새 레이블 병합을 시작하시오. Avery A4/A5 레이블 제조 회사의 3484 제품 

번호를 사용하고 ‘거래처목록.docx’를 받는 사람 목록으로 입력하시오. 첫 행에 우편 번호와 주소1

을 두 번째 행에 거래처명과 이름 필드를 차례로 삽입하고 거래처명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시오. 개

별 문서를 편집해 병합을 완료하고 ‘레이블’이라는 파일 이름으로 문서 폴더에 저장하시오.

    (실전1-22.docx) [Hint: 레이블 병합]

1. [편지] 탭-[편지 병합 시작] 그룹에서 [편지 병합 시작] 명령을 클릭해 ‘레이블’을 선택한다.

2. [레이블 옵션] 대화 상자에서 [레이블 제조 회사]의 목록 단추를 클릭해 ‘Avery A4/A5’를 선택한다.

3. [제품 번호] 목록에서 ‘3484’를 선택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4. 현재 문서의 내용을 삭제한다는 메시지 창이 나타나면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5. 빈 레이블이 표 구조로 삽입된다.

6. [편지] 탭-[편지 병합 시작] 그룹-[받는 사람 선택] 명령을 클릭해 ‘기존 목록 사용’을 선택한다.

7.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에서 ‘거래처목록.docx’ 문서를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8. 첫 번째 레이블 셀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편지] 탭-[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병합 필드 삽입] 명령의 목록 단추를 클릭해 ‘우편 번호’ 

필드를 선택한다.

9. [편지] 탭-[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병합 필드 삽입] 명령의 목록 단추를 클릭해 ‘주소1’ 필드를 선택한다.

10. 다음 행으로 커서를 이동한다.

11. [편지] 탭-[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병합 필드 삽입] 명령의 목록 단추를 클릭해 ‘거래처명’ 필드를 선택한다.

12. [편지] 탭-[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병합 필드 삽입] 명령의 목록 단추를 클릭해 ‘이름’ 필드를 선택한다.

13. 각 필드가 삽입되면 다른 레이블에서 필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편지] 탭-[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레이블 업데이트] 명령을 클릭한다.

14. 다른 레이블에도 필드가 삽입된다.

15. 레코드는 정렬하기 위해 [편지] 탭-[편지 병합 시작] 그룹-[받는 사람 목록 편집] 명령을 클릭한다.

16. [편지 병합 받는 사람] 대화 상자에서 ‘정렬’을 클릭한다.

17. [쿼리 옵션] 대화 상자에 [첫째 기준]을 ‘거래처명’으로 선택하고 ‘오름차순’ 옵션을 선택한 다음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18. [편지 병합 받는 사람] 대화 상자의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19. [편지] 탭-[마침] 그룹-[완료 및 병합] 명령을 클릭해 ‘개별 문서 편집’을 선택한다.

20. [새 문서로 병합] 대화 상자에서 ‘모두’로 두고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21. 새 문서에 병합 결과가 나타나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저장] 아이콘을 클릭한다.

22.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실행되면 저장 위치를 ‘문서’로 지정한다.

23. [파일 이름]에 ‘레이블’을 입력한다.

24. [저장] 단추를 클릭한다.



MOS Word 2010 Expert

6

23. 2페이지의 총 참가자 텍스트 양식 필드에 ‘최대 3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라는 도움말 키 텍스

트를 입력하시오. (실전1-23.docx) [Hint: 양식 컨트롤 속성]

1. 2페이지의 ‘총 참가자’에서 텍스트 양식 필드를 클릭한다.

2. [개발 도구] 탭-[컨트롤] 그룹에서 [속성] 명령을 클릭한다.

3. [텍스트 양식 필드] 대화 상자에서 [도움말 추가] 단추를 클릭한다.

4. [양식 필드 도움말] 대화 상자의 [도움말 키] 탭으로 이동한다.

5. ‘도움말 입력’ 옵션을 선택한다.

6. ‘최대 3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를 입력한 다음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7. [텍스트 양식 필드] 대화 상자의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24. 문서 끝에 관련 근거 목차를 삽입하시오. (참고: 다른 기본 설정은 모두 그대로 적용하시오.)

    (실전1-24.docx) [Hint: 관련 근거 목차 삽입]

1. <Ctrl+End> 키를 눌러 문서 끝으로 커서를 이동한다.

2. [참조] 탭-[관련 근거 목차] 그룹-[관련 근거 목차 삽입] 명령을 클릭한다.

3. [관련 근거 목차] 대화 상자에서 [범주]가 ‘모두’인 상태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25. 2페이지의 노란색 강조 표시한 위치의 ‘참조’ 왼쪽에 ‘구도’ 책갈피를 참조하도록 책갈피 텍스트를 

삽입하시오. (실전1-25.docx) [Hint: 상호 참조]

1. 2페이지의 노란색으로 표시된 영역에서 ‘참조’ 왼쪽으로 커서를 이동한다.

2. [참조] 탭-[캡션] 그룹-[상호 참조] 명령을 클릭한다.

3. [상호 참조] 대화 상자에서 [참조할 대상]을 ‘책갈피’로 선택한다.

4. [삽입할 책갈피]에서 ‘구도’를 선택한다.

5. [삽입할 참조 내용]에서 ‘책갈피 텍스트’를 선택하고 [삽입] 단추를 클릭한다.

6. [닫기] 단추를 클릭한다.

26. 2페이지에서 콤보 상자 양식 필드를 텍스트 상자(ActiveX 컨트롤)로 바꾸시오.

    (실전1-26.docx) [Hint: ActiveX 컨트롤 만들기]

1. 2페이지에서 관심 분야의 콤보 상자 컨텐츠 컨트롤의 제목을 클릭해 선택한다.

2. <Delete> 키를 눌러 삭제한다.

3. [개발 도구] 탭-[컨트롤] 그룹-[이전 도구] 명령을 클릭하여 [ActiveX 컨트롤]에서 [콤보 상자(ActiveX 컨트롤)]을 클릭한다.

27. 기본형 서식을 사용하여 탭 채움선을 제거하고 관련 근거 목차를 업데이트하시오.

    (실전1-27.docx) [Hint: ActiveX 컨트롤 만들기]

1. 3페이지 [관련 근거 목차] 텍스트 안쪽을 클릭해 커서를 이동한다.

2. [참조] 탭-[관련 근거 목차] 그룹-[관련 근거 목차 삽입] 명령을 클릭한다.

3. [관련 근거 목차] 대화 상자에서 [서식]은 ‘기본형’을 선택한다.

4. [탭 채움선]은 ‘없음’을 선택한다.

5.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6. 목차를 바꾸겠는지를 묻는 메시지 창이 나타나면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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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모의고사 2회
01. 텍스트를 굵은 기울임꼴 서식을 적용하는 새 매크로를 기록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강조문장’으로 

지정하고 Ctrl+3을 키보드 바로 가기 키로 지정하시오. 이 매크로를 영문 단락에 적용하시오.

    (실전2-01.docm) [Hint: 매크로 기록, 매크로 실행]

1. (1) [개발 도구] 탭-[코드] 그룹-[매크로 기록] 명령이나, (2) 상태 표시줄의 [새 매크로 기록] 아이콘을 클릭한다.

2.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이름]에 ‘강조문장’을 입력한다.

3. [매크로 할당 위치]의 [키보드] 단추를 클릭한다.

4. [키보드 사용자 지정] 대화 상자에서 [새 바로 가기 키]에 커서를 이동한다.

5. <Ctrl+3> 키를 누른다.

6. [지정] 단추를 클릭한다.

7. [현재 키]에 바로 가기 키가 등록되면 [닫기] 단추를 클릭한다.

8. [홈] 탭-[글꼴] 그룹-[굵게] 명령을 클릭한다.

9. [홈] 탭-[글꼴] 그룹-[기울임꼴] 명령을 클릭한다.

10. (1) [개발 도구] 탭-[코드] 그룹-[기록 중지] 명령이나, (2) 상태 표시줄의 [기록 중지] 아이콘을 클릭한다.

11. 영문 단락 왼쪽 여백을 더블 클릭해 범위를 지정한다.

12. <Ctrl+3> 키를 눌러 매크로를 실행한다.

02. 회의 날짜 필드에 날짜 콘텐츠 컨트롤을 추가하시오.

    (실전2-02.docx) [Hint: 콘텐츠 컨트롤 만들기]

1. ‘회의 날짜’ 오른쪽 빈 셀로 커서를 이동한다.

2. [개발 도구] 탭-[컨트롤] 그룹-[날짜 선택 콘텐츠 컨트롤] 명령을 클릭한다.

03. 현재 문서를 기준으로 새 레이블 병합을 시작하시오. Formtec 레이블 제조 회사의 3112 제품 번호

를 사용하고 ‘제품목록.xlsx’를 받는 사람 목록으로 입력하시오. 각 행에 제품코드, 제품명, 단위 필

드를 삽입하고 병합 결과를 미리 보시오.

    (실전2-03.docx, 제품목록.xlsx) [Hint: 레이블 병합]

1. [편지] 탭-[편지 병합 시작] 그룹-[편지 병합 시작] 명령을 클릭해 ‘레이블’을 선택한다.

2. [레이블 옵션] 대화 상자에서 [레이블 제조 회사]의 목록 단추를 클릭해 ‘Formtec’을 선택한다.

3. [제품 번호] 목록에서 ‘3112’를 선택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4. 현재 문서의 내용을 삭제한다는 메시지 창이 나타나면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5. 빈 레이블이 표 구조로 삽입된다.

6. [편지] 탭-[편지 병합 시작] 그룹-[받는 사람 선택] 명령을 클릭해 ‘기존 목록 사용’을 선택한다.

7.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에서 ‘제품목록.xlsx’ 문서를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8. [테이블 선택] 대화 상자에서 ‘제품목록’ 시트를 선택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9. 첫 번째 레이블 셀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편지] 탭-[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병합 필드 삽입] 명령의 목록 단추를 클릭해 ‘제품코드’ 

필드를 선택한다.

10. 다음 행으로 커서를 이동한다.

11. [편지] 탭-[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병합 필드 삽입] 명령의 목록 단추를 클릭해 ‘제품명’ 필드를 선택한다.

12. <Enter> 키를 눌러 다음 행으로 커서를 이동한다.

13. [편지] 탭-[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병합 필드 삽입] 명령의 목록 단추를 클릭해 ‘단위’ 필드를 선택한다.

14. [편지] 탭-[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레이블 업데이트] 명령을 클릭한다.

15. 다른 레이블에도 필드가 삽입된다.

16. [편지] 탭-[결과 미리 보기] 그룹-[결과 미리 보기] 명령을 클릭한다.

04. 문서의 변경 내용 추적이 허용되도록 편집을 제한하시오. 암호는 2345를 입력하시오. (참고: 다른 

기본 설정은 모두 그대로 적용하시오.) (실전2-04.docx) [Hint: 편집 제한]

1. [검토] 탭-[보호] 그룹-[편집 제한] 명령을 클릭한다.

2. [서식 및 편집 제한] 작업창의 [2. 편집 제한]에서 ‘이 문서에서 편집을 허용할 유형:’의 확인란을 선택한다.

3. 목록에서 ‘변경 내용’을 선택한다.

4. [예, 문서 보호를 적용합니다.] 단추를 클릭한다.

5. [문서 보호 적용]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새 암호 입력]에 2345를 입력한다.

6. [암호 확인]에 2345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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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8. [서식 및 편집 제한] 작업창의 [닫기] 명령을 클릭한다.

05. 누적 가로 막대 차트를 삽입하고 차트 레이아웃 3과 차트 스타일 29를 적용하시오. ‘실적집계’를 차

트 제목으로 작성하시오. (실전2-05.docx) [Hint: 차트 삽입 및 편집]

1. [삽입] 탭-[일러스트레이션] 그룹-[차트] 명령을 클릭한다.

2. [차트 삽입] 대화 상자에서 [가로 막대형] 범주의 ‘누적 가로 막대형’을 선택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3. Excel 프로그램의 [닫기] 명령을 클릭한다.

4. [차트 도구]-[디자인] 탭-[차트 레이아웃] 그룹에서 [자세히] 명령을 클릭해 ‘레이아웃 3’을 선택한다.

5. [차트 도구]-[디자인] 탭-[차트 스타일] 그룹에서 [자세히] 명령을 클릭해 ‘스타일 29’를 선택한다.

6. 차트 제목 텍스트를 드래그해 선택한다.

7. ‘실적집계’를 입력한다.

06. 첫 페이지에 있는 두 텍스트 상자의 연결을 끊으시오. 

    (실전2-06.docx) [Hint: 텍스트 상자 연결 끊기]

1. 1페이지의 위쪽 텍스트 상자 안쪽을 클릭한다.

2. [그리기 도구]-[서식] 탭-[텍스트] 그룹-[연결 끊기] 명령을 클릭한다.

3. 두 텍스트 상자와의 연결이 끊어진다.

07. 서식 파일 ‘템플릿.dotx’를 현재 문서에 적용하고 문서 스타일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시오.

    (실전2-07.docx, 템플릿.dotx) [Hint: 서식 파일 첨부]

1. 실전2-07.docx 문서에서 [개발 도구] 탭-[서식 파일] 그룹-[문서 서식 파일] 명령을 클릭한다.

2. [서식 파일 및 추가 기능] 대화 상자의 [서식 파일] 탭에서 [첨부] 단추를 클릭한다.

3. [서식 파일 첨부] 대화 상자에서 [실전모의고사]-[모의고사 2회] 폴더로 이동한다.

4. ‘템플릿.dotx’를 찾아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5. ‘문서의 스타일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확인란을 선택한다.

6.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7. ‘템플릿.dotx’ 서식 파일의 스타일로 대체된다.

08. 문서 마지막 위치에 정형 서식의 색인을 삽입하시오.

    (실전2-08.docx) [Hint: 색인 삽입]

1. <Ctrl+End> 키를 눌러 문서 마지막 위치로 커서를 이동한다.

2. [참조] 탭-[색인] 그룹-[색인 삽입] 명령을 클릭한다.

3. [색인] 대화 상자의 [서식]에서 ‘정형’을 선택한다.

4.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09. BurtonWildman와 과년된 인용을 제거하고 관련 근거 목차를 업데이트하시오.

    (실전2-09.docx) [Hint: 관련 근거 목차 업데이트]

1. 2페이지에서 ‘BurtonWildman, 1981’ 텍스트를 단락 기호까지 드래그해 선택한다.

2. <Delete> 키를 눌러 삭제한다.

3. 3페이지 [관련 근거 목차] 텍스트 안쪽을 클릭해 커서를 이동한다.

4. [참조] 탭-[관련 근거 목차] 그룹-[목차 업데이트] 명령을 클릭한다.

5. 관련 근거 목차에 삭제한 인용 항목이 제거된다.

10. ‘실전2-10.docx’와 ‘IR검토.docx’ 파일을 새 문서로 병합하시오. ‘실전2-10.docx’를 원본으로 지정

하고 문서의 모든 변경 내용을 적용 취소하시오. 그리고 ‘검토완료.docx’라는 파일 이름으로 저장하

시오. (실전2-10.docx) [Hint: 문서 병합]

1. [검토] 탭-[비교] 그룹-[비교] 명령을 클릭해 ‘병합’을 클릭한다.

2. [문서 병합] 대화 상자에서 [원본 문서]의 [찾아보기] 명령을 클릭한다.

3. [열기] 대화 상자에서 ‘실전2-10.docx’ 문서를 찾아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4. [수정한 문서]도 [찾아보기] 명령을 클릭한다.

5. [열기] 대화 상자에서 ‘IR검토.docx’ 문서를 찾아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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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경 내용 표시]-[변경 내용 표시 위치]가 ‘새 문서’인지 확인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7. 병합 결과가 새 문서에 나타난다.

8. [검토] 탭-[변경 내용] 그룹-[적용 안 함] 명령의 목록 단추를 클릭해 ‘문서에서 변경 내용 모두 취소’를 선택한다.

9.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저장] 명령을 클릭한다.

10.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 [파일 이름]에 ‘검토완료’를 입력한다.

11. [저장] 단추를 클릭한다.

11. 텍스트 상자(ActiveX 컨트롤)를 서식 있는 텍스트 콘텐츠 컨트롤로 바꾸시오.

    (실전2-11.docx) [Hint: 컨트롤 변경]

1. [개발 도구] 탭-[컨트롤] 그룹-[디자인 모드] 명령을 클릭한다.

2. 텍스트 상자(ActiveX 컨트롤)를 클릭해 선택한다.

3. <Delete> 키를 눌러 삭제한다.

4. [개발 도구] 탭-[컨트롤] 그룹-[디자인 모드] 명령을 클릭한다.

5. [개발 도구] 탭-[컨트롤] 그룹에서 [서식 있는 텍스트 콘텐츠 컨트롤] 명령을 클릭한다.

12. 현재 문서가 Microsoft Word 2000에서 작성된 것처럼 레이아웃이 유지되도록 호환성 옵션을 지정

하시오. (실전2-12.docx) [Hint: 호환성 옵션]

1. [파일] 탭-[옵션] 명령을 클릭한다.

2. [Word 옵션] 대화 상자의 [고급] 탭에서 [호환성 옵션]이 현재 문서인지 확인한다.

3. [다음 프로그램에서 만든 것처럼 레이아웃 지정]의 목록 단추를 클릭해 ‘Microsoft Word 2000’을 선택한다.

4.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13. 현재 문서로 편지 병합을 시작하시오. ‘팩스목록.docx’를 받는 사람 목록으로 입력하시오. 필드 삽

입이라는 텍스트 대신에 각 필드가 표시되도록 필드를 추가하시오. 중복되는 레코드를 병합에서 제

외하고 개별 문서를 편집해 병합을 완료하고 ‘팩스표지’라는 파일 이름으로 문서 폴더에 저장하시

오. (참고: 다른 기본 설정은 모두 그대로 적용하시오.)

    (실전2-13.docx, 팩스목록.docx) [Hint: 편지 병합]

1. ‘실전2-13.docx’ 주문서에서 [편지] 탭-[편지 병합 시작] 그룹-[편지 병합 시작] 명령을 클릭해 ‘편지’를 선택한다.

2. [편지] 탭-[편지 병합 시작] 그룹-[받는 사람 선택] 명령을 클릭해 ‘기존 목록 사용’을 선택한다.

3.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에서 ‘팩스목록.docx’ 문서를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4. ‘받는사람’ 필드 오른쪽의 ‘필드삽입’ 텍스트를 드래그해 선택하고 <Delete> 키를 눌러 삭제한다.

5. [편지] 탭-[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병합 필드 삽입] 명령의 목록 단추를 클릭하여 ‘받는사람’ 필드를 클릭한다.

6. ‘팩스’ 필드 오른쪽의 ‘필드삽입’ 텍스트를 드래그해 선택하고 <Delete> 키를 눌러 삭제한다.

7. [편지] 탭-[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병합 필드 삽입] 명령의 목록 단추를 클릭하여 ‘팩스번호’ 필드를 클릭한다.

8. ‘전화’ 필드 오른쪽의 ‘필드삽입’ 텍스트를 드래그해 선택하고 <Delete> 키를 눌러 삭제한다.

9. [편지] 탭-[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병합 필드 삽입] 명령의 목록 단추를 클릭하여 ‘전화번호’ 필드를 클릭한다.

10. ‘안건’ 필드 오른쪽의 ‘필드삽입’ 텍스트를 드래그해 선택하고 <Delete> 키를 눌러 삭제한다.

11. [편지] 탭-[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병합 필드 삽입] 명령의 목록 단추를 클릭하여 ‘안건’ 필드를 클릭한다.

12. ‘참조’ 필드 오른쪽의 ‘필드삽입’ 텍스트를 드래그해 선택하고 <Delete> 키를 눌러 삭제한다.

13. [편지] 탭-[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병합 필드 삽입] 명령의 목록 단추를 클릭하여 ‘참조’ 필드를 클릭한다.

14. 중복된 레코드는 제외시키기 위해 [편지] 탭-[편지 병합 시작] 그룹-[받는 사람 목록 편집] 명령을 클릭한다.

15. [편지 병합 받는 사람] 대화 상자에서 ‘중복된 항목 찾기’를 클릭한다.

16. [중복된 항목 찾기] 대화 상자에 2개의 중복된 항목이 나타난다.

17. 두 번째 중복된 레코드인 2, 4번째 레코드의 확인란을 차례로 클릭해 선택을 해제한다.

18.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19. [편지 병합 받는 사람] 대화 상자의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20. [편지] 탭-[마침] 그룹-[완료 및 병합] 명령을 클릭해 ‘개별 문서 편집’을 선택한다.

21. [새 문서로 병합] 대화 상자에서 ‘모두’로 두고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22. 새 문서에 병합 결과가 나타나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저장] 아이콘을 클릭한다.

23.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실행되면 저장 위치를 ‘문서’ 폴더로 이동한다.

24. [파일 이름]에 ‘팩스표지’를 입력하고 [저장] 단추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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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본 파일 저장 위치를 문서 폴더로 변경하시오. (파일 없음) [Hint: 기본 저장 옵션]

1. [파일] 탭-[옵션] 명령을 클릭한다.

2. [Word 옵션] 대화 상자의 [저장] 탭에서 [문서 저장]-[기본 파일 위치]의 [찾아보기] 단추를 클릭한다.

3. [위치 수정] 대화 상자에서 ‘문서’를 선택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4. [Word 옵션] 대화 상자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15. ‘강조.docm’에 있는 매크로를 ‘실전2-15.docm’으로 복사한 후 저장하시오.

    (실전2-15.docm, 강조.docm) [Hint: 매크로 복사]

1. [개발 도구] 탭-[코드] 그룹-[매크로] 명령을 클릭한다.

2.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구성 도우미] 단추를 클릭한다.

3. [구성 도우미] 대화 상자의 [매크로 프로젝트 항목] 탭에서 왼쪽 원본의 [파일 닫기] 단추를 클릭한다.

4. 매크로를 복사할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 [파일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5. [열기] 대화 상자에서 [파일 형식]을 ‘모든 Word 문서’로 선택한다.

6. ‘실전2-15.docm’ 매크로 사용 문서를 찾아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7. 오른쪽 원본의 [파일 닫기] 단추를 클릭한다.

8. 매크로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 오른쪽 [파일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9. [열기] 대화 상자에서 [파일 형식]을 ‘모든 Word 문서’로 선택한다.

10. ‘강조.docm’ 매크로 사용 문서를 찾아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11. 오른쪽 원본 목록에서 ‘강조문장’ 매크로를 선택하고 [복사] 단추를 클릭한다.

12. 왼쪽 대상 목록에 ‘강조문장’ 매크로가 복사되면 [닫기] 단추를 클릭한다.

13. 변경 내용을 실전2-15.docm 파일에 저장할 것인지를 묻는 메시지 창이 나타나면 [저장] 단추를 클릭한다.

16. ‘템플릿.dotx’에서 종류 스타일을 삭제하고 파일을 저장하시오.

    (템플릿.dotx) [Hint: 서식 파일 편집]

1. [파일] 탭-[열기] 명령을 클릭한다.

2. [열기] 대화 상자에서 ‘템플릿.dotx’ 서식 파일을 찾아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3. [홈] 탭-[스타일] 그룹-[스타일] 명령을 클릭한다.

4. [스타일] 작업창에서 ‘종류’ 스타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 [종류 삭제] 메뉴를 클릭한다.

5. 삭제 확인 메시지 창이 나타나면 [예] 단추를 클릭한다.

6. [스타일] 작업창의 [닫기] 명령을 클릭한다.

7.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저장] 명령을 클릭한다.

17. 제목의 ‘지적제도’ 텍스트를 색인 항목으로 모두 표시하시오. ‘지적제도’라는 항목이 모두 표시되도

록 현재 색인을 업데이트하시오. (실전2-17.docx) [Hint: 색인 항목 표시, 색인 업데이트]

1. 1페이지 제목의 ‘지적제도’ 텍스트를 드래그해 선택한다.

2. [참조] 탭-[색인] 그룹-[항목 표시] 명령을 클릭한다.

3. [색인 항목 표시] 대화 상자에서 [모두 표시] 단추를 클릭한다.

4. [닫기] 단추를 클릭한다.

5. <Ctrl+End> 키를 눌러 색인으로 커서를 이동한다.

6. [참조] 탭-[색인] 그룹-[색인 업데이트] 명령을 클릭한다.

7. 색인 목록에 ‘지적제도’ 색인 항목이 추가된다.

18. 모든 제목1 텍스트의 서식이 굵게 및 단락 앞 간격이 20pt가 되도록 지정하시오.

    (실전2-18.docx) [Hint: 스타일 수정]

1. [홈] 탭-[스타일] 그룹의 ‘제목1’ 스타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 [수정] 메뉴를 클릭한다.

2. [스타일 수정] 대화 상자에서 [굵게] 명령을 클릭한다.

3. [서식]-[단락] 메뉴를 클릭한다.

4. [단락] 대화 상자의 [들여쓰기 및 간격] 탭에서 [간격]-[단락 앞]에 20pt를 입력한다.

5.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6. [스타일 수정] 대화 상자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7. 제목1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모든 단락의 서식이 수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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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태 문서 속성을 바닥글에 추가하시오.

    (실전2-19.docx) [Hint: 바닥글 삽입]

1. [삽입] 탭-[머리글/바닥글] 그룹-[바닥글] 명령을 클릭해 ‘바닥글 편집’을 선택한다.

2. 머리글/바닥글 편집 화면으로 이동된다.

3. [머리글/바닥글 도구]-[디자인] 탭-[삽입] 그룹-[빠른 문서 요소]-[문서 속성] 명령을 클릭해 ‘상태’를 선택한다.

4. 상태 콘텐츠 컨트롤이 삽입된다.

5. [머리글/바닥글 도구]-[디자인] 탭-[닫기] 그룹-[머리글/바닥글 닫기] 명령을 클릭한다.

20. 다음을 사용하여 새 책을 만들어 제목 아래 단락에 출처를 삽입하시오.

    (실전2-20.docx) [Hint: 새 출처 추가]

    ․ 저자: 이고대   ․ 웹 페이지 이름: 삼국을 말하다   ․ 연도: 2001   ․ 태그 이름: 이고대78B

1. 제목 아래의 빈 단락으로 커서를 이동한다.

2. [참조] 탭-[인용 및 참고 문헌] 그룹에서 [인용 삽입] 명령을 클릭해 ‘새 출처 추가’를 선택한다.

3. [출처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출처 유형] 목록 단추를 눌러 ‘책’을 선택한다.

4. [저자]에 ‘이고대’를 입력한다.

5. [제목]에 ‘삼국을 말하다’를 입력한다.

6. [연도]에 2001을 입력한다.

7. [태그 이름]에 ‘이고대78B’를 입력한다.

8.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21. 표에 ‘체지방측정 사례’를 대체 텍스트로 추가하고 표 너비를 100%로 지정하시오.

    (실전2-21.docx) [Hint: 표 속성]

1. ‘예’ 표 안의 임의의 셀을 클릭해 커서를 이동한다.

2. (1) [표 도구]-[레이아웃] 탭-[표] 그룹-[속성] 명령이나, (2) 표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 [표 속성] 메뉴를 클릭한다.

3. [표 속성] 대화 상자의 [표] 탭에서 [크기]-[너비 지정]의 [값]에 100%를 입력한다.

4. [대체 텍스트] 탭으로 이동한다.

5. [설명]에 ‘체지방측정 사례’를 입력한다.

6.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22. 서식있는 콘텐츠 컨트롤의 태그에 ‘회의내용’을 추가하고 내용을 편집할 수 없도록 콘텐츠 컨트롤을 

잠그시오. (실전2-22.docx) [Hint: 콘텐츠 컨트롤 속성]

1. 서식 있는 콘텐츠 컨트롤을 클릭해 선택한다.

2. [개발 도구] 탭-[컨트롤] 그룹에서 [속성] 명령을 클릭한다.

3. [콘텐츠 컨트롤 속성] 대화 상자에서 [태그]에 ‘회의내용’을 입력한다.

4. [잠금]에서 ‘내용을 편집할 수 없음’ 확인란을 선택한다.

5.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23. 텍스트에 첫 줄 들여쓰기를 적용하고 줄 간격을 1.25로 설정되도록 매크로를 기록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설명’으로 지정하고 모든 목록 단락 스타일에 적용하시오.

    (실전2-23.docx) [Hint: 매크로 기록, 매크로 실행]

1. (1) [개발 도구] 탭-[코드] 그룹-[매크로 기록] 명령이나, (2) 상태 표시줄의 [새 매크로 기록] 아이콘을 클릭한다.

2.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이름]에 ‘설명’을 입력한다.

3.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4. [홈] 탭-[단락] 그룹-[확장] 명령을 클릭한다.

5. [단락] 대화 상자에서 [들여쓰기]-[첫 줄]의 ‘첫 줄’을 선택한다.

6. [간격]-[줄 간격]-[값]에 1.25를 입력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7. (1) [개발 도구] 탭-[코드] 그룹-[기록 중지] 명령이나, (2) 상태 표시줄의 [기록 중지] 아이콘을 클릭한다.

8. [홈] 탭-[스타일] 그룹에서 [자세히] 명령의 목록 단추를 클릭해 ‘목록 단락’ 스타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 [모두 선택] 메뉴를 클릭한다.

9. ‘목록 단락’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모든 텍스트가 선택된다.

10. [개발 도구] 탭-[코드] 그룹-[매크로] 명령을 클릭한다.

11.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설명’ 매크로를 선택하고 [실행] 단추를 클릭한다.

12. 매크로가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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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목 텍스트를 문서 블록으로 저장하시오. 문서 블록의 이름은 ‘머리글 문서제목’으로 지정하고 머

리글 갤러리에 저장하시오. 이 문서 블록을 문서에 삽입하시오.

    (실전2-24.docx) [Hint: 새 문서 블록 만들기, 머리글 삽입]

1. 제목 텍스트를 드래그해 선택한다.

2. [삽입] 탭-[텍스트] 그룹-[빠른 문서 요소] 명령을 클릭해 ‘선택 영역을 빠른 문서 요소 갤러리에 저장’을 선택한다.

3. [새 문서 블록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이름]에 ‘머리글 문서제목’을 입력한다.

4. [갤러리]는 ‘머리글’을 선택한다.

5.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6. [삽입] 탭-[머리글/바닥글] 그룹-[머리글] 명령을 클릭해 ‘머리글 문서제목’을 선택한다.

7. 머리글 편집 영역에 문서제목이 삽입된다.

8. [머리글/바닥글 도구]-[디자인] 탭-[닫기] 그룹-[머리글/바닥글 닫기] 명령을 클릭한다.

25. ‘실전2-25.docx’와 ‘1교.docx’를 비교하시오. ‘실전2-25.docx’를 원본 문서로 지정하고 새 문서에 

변경 내용을 모두 표시한 다음 모든 변경 내용을 적용하시오. 새 문서는 ‘1교최종.docx’이라는 파일 

이름으로 문서 폴더에 저장하시오.

    (실전2-25.docx, 1교.docx) [Hint: 문서 비교]

1. [검토] 탭-[비교] 그룹-[비교] 명령을 클릭해 ‘비교’를 선택한다.

2. [문서 비교] 대화 상자에서 [원본 문서]의 [찾아보기] 명령을 클릭한다.

3. [열기] 대화 상자에서 ‘실전2-25.docx’ 파일을 찾아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4. [수정한 문서]의 [찾아보기] 명령을 클릭한다.

5. [열기] 대화 상자에서 ‘1교.docx’ 파일을 찾아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6. [변경 내용 표시]-[변경 내용 표시 위치]가 ‘새 문서’인지 확인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7. 새 비교 문서가 나타나면 [검토] 탭-[변경 내용] 그룹-[적용] 명령의 목록 단추를 클릭해 ‘문서에서 변경 내용 모두 적용’을 선택한다.

8.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저장] 명령을 클릭한다.

9.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 저장 위치를 ‘문서’ 폴더로 지정한다.

10. [파일 이름]에 ‘1교최종’을 입력한다.

11. [저장] 단추를 클릭한다.

26. 영업소 콤보 상자 양식 필드에 ‘목록에서 영업소를 선택하시오.’라는 도움말을 상태 표시줄에 나타

나도록 입력하시오. (실전2-26.docx) [Hint: 양식 컨트롤 속성]

1. 영업소 콤보 상자 양식 필드를 클릭한다.

2. [개발 도구] 탭-[컨트롤] 그룹에서 [속성] 명령을 클릭한다.

3. [드롭다운 양식 필드] 대화 상자에서 [도움말 추가] 단추를 클릭한다.

4. [양식 필드 도움말] 대화 상자의 [상태 표시줄] 탭에서 ‘도움말 입력’ 옵션을 선택한다.

5. ‘목록에서 영업소를 선택하시오.’를 입력한 다음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6. [드롭다운 양식 필드] 대화 상자의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27. 첫 번째 구역에만 노란색 텍스트 강조 서식으로 조정하시오.

    (실전2-27.docx) [Hint: 글꼴 서식]

1. 첫 번째 구역인 ‘고구려~’ 제목부터 그 아래 단락 ‘~수렵도 등이다.’ 까지 드래그해서 범위를 선택한다.

2. [홈] 탭-[글꼴] 그룹에서 [텍스트 강조색] 명령의 목록 단추를 클릭해 ‘노랑’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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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모의고사 3회
01. [색인] 텍스트 위쪽의 빈 단락에 인용 자료를 삽입하시오.

    (실전3-01.docx) [Hint: 참고 문헌-인용 자료]

1. 3페이지 ‘[색인]’ 텍스트 위쪽 빈 단락을 클릭해 커서를 이동한다.

2. [참조] 탭-[인용 및 참고 문헌] 그룹에서 [참고 문헌] 명령을 클릭해 ‘인용 자료’를 선택한다.

3. 인용 자료가 삽입된다.

02. 문서의 메모 편집만 허용하도록 문서 편집을 제한하시오. 암호는 9876으로 입력하시오. (참고: 다른 

기본 설정은 모두 그대로 적용하시오.)

    (실전3-02.docx) [Hint: 편집 제한]

1. [검토] 탭-[보호] 그룹-[편집 제한] 명령을 클릭한다.

2. [서식 및 편집 제한] 작업창의 [2. 편집 제한]에서 ‘이 문서에서 편집을 허용할 유형:’의 확인란을 선택한다.

3. 목록에서 ‘메모’를 선택한다.

4. [예, 문서 보호를 적용합니다.] 단추를 클릭한다.

5. [문서 보호 적용]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새 암호 입력]에 9876을 입력한다.

6. [암호 확인]에 9876을 입력한다.

7.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8. [서식 및 편집 제한] 작업창의 [닫기] 명령을 클릭한다.

03. 출처 관리자를 사용하여 ‘인용자료.xml’을 사용이 가능한 출처 목록으로 지정하고 모든 인용 자료를 

현재 문서로 복사하시오. (실전3-03.docx, 인용자료.xml) [Hint: 출처 관리]

1. [참조] 탭-[인용 및 참고 문헌] 그룹-[출처 관리] 명령을 클릭한다.

2. [출처 관리자] 대화 상자의 사용 가능한 출처의 마스터 목록에서 [찾아보기] 단추를 클릭한다.

3. [출처 목록 열기] 대화 상자에서 ‘인용자료.xml’ 파일을 찾아 선택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4. [출처 관리자] 대화 상자에 인용자료.xml 출처 파일에 저장되어 있던 출처 목록이 나타난다.

5. 첫 번째 인용자료를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 세 번째 인용자료를 클릭해 동시에 선택한다.

6. [복사] 단추를 클릭한다.

7. [닫기] 단추를 클릭한다.

04. 텍스트에 왼쪽 들여쓰기 15pt와 단락 앞 간격 20pt로 설정되도록 매크로를 기록하시오. 매크로 이

름은 ‘항목제목’으로 지정하고 모든 제목에 적용하시오.

    (실전3-04.docx) [Hint: 매크로 기록, 매크로 실행]

1. (1) [개발 도구] 탭-[코드] 그룹-[매크로 기록] 명령이나, (2) 상태 표시줄의 [새 매크로 기록] 아이콘을 클릭한다.

2.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이름]에 ‘항목제목’을 입력한다.

3.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4. [홈] 탭-[단락] 그룹-[확장] 명령을 클릭한다.

5. [단락] 대화 상자에서 [들여쓰기]-[왼쪽]의 값에 15pt를 입력한다.

6. [간격]-[단락 앞]의 값에 20pt를 입력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7. (1) [개발 도구] 탭-[코드] 그룹-[기록 중지] 명령이나, (2) 상태 표시줄의 [기록 중지] 아이콘을 클릭한다.

8. ‘관수’ 제목을 드래그해 선택한다.

9. <Ctrl> 키를 누른 채 ‘잔디깍기’, ‘시비’, ‘병충해방제’ 제목 단락을 드래그해 동시에 선택한다.

10. [개발 도구] 탭-[코드] 그룹-[매크로] 명령을 클릭한다.

11.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항목제목’ 매크로를 선택하고 [실행] 단추를 클릭한다.

12. 매크로가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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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현재 문서로 편지 병합을 시작하시오. ‘참가자목록.docx’를 받는 사람 목록으로 입력하고 [받는 사

람]의 강조 표시된 위치에 각 필드가 표시되도록 필드를 추가하시오. 개별 문서를 편집해 병합을 완

료하고 ‘봉투병합.docx’라는 파일 이름으로 문서 폴더에 저장하시오. (참고: 다른 기본 설정은 모두 

그대로 적용하시오.) (실전3-05.docx, 참가자목록.docx) [Hint: 편지 병합]

1. 현재 문서에서 [편지] 탭-[편지 병합 시작] 그룹-[받는 사람 선택] 명령을 클릭해 ‘기존 목록 사용’을 선택한다.

2.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에서 ‘참가자목록.docx’ 문서를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3. ‘우편번호’ 텍스트를 드래그해 선택한 후 <Delete> 키를 누른다.

4. [편지] 탭-[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에서 [병합 필드 삽입] 명령의 목록 단추를 클릭하여 ‘우편_번호’ 필드를 클릭한다.

5. ‘주소’ 텍스트를 드래그해 선택한 후 <Delete> 키를 누른다.

6. [편지] 탭-[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에서 [병합 필드 삽입] 명령의 목록 단추를 클릭하여 ‘주소1’ 필드를 클릭한다.

7. ‘회사’ 텍스트를 드래그해 선택한 후 <Delete> 키를 누른다.

8. [편지] 탭-[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에서 [병합 필드 삽입] 명령의 목록 단추를 클릭하여 ‘회사’ 필드를 클릭한다.

9. ‘이름’ 텍스트를 드래그해 선택한 후 <Delete> 키를 누른다.

10. [편지] 탭-[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에서 [병합 필드 삽입] 명령의 목록 단추를 클릭하여 ‘이름’ 필드를 클릭한다.

11. ‘직함’ 텍스트를 드래그해 선택한 후 <Delete> 키를 누른다.

12. [편지] 탭-[필드 쓰기 및 삽입] 그룹에서 [병합 필드 삽입] 명령의 목록 단추를 클릭하여 ‘직함’ 필드를 클릭한다.

13. [편지] 탭-[마침] 그룹-[완료 및 병합] 명령을 클릭해 ‘개별 문서 편집’을 선택한다.

14. [새 문서로 병합] 대화 상자에서 ‘모두’로 두고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15. 새 문서에 병합 결과가 나타나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저장] 아이콘을 클릭한다.

16.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실행되면 저장 위치를 ‘문서’ 폴더로 이동한다.

17. [파일 이름]에 ‘봉투병합’을 입력하고 [저장] 단추를 클릭한다.

06. 작성자 정보 섹션의 모든 필드 옆에는 텍스트 양식 필드를 직급 필드 옆에는 드롭다운 양식 필드를 

추가하시오. 직급에는 ‘대표이사’, ‘차장’, ‘부장’, ‘과장’, ‘대리’를 항목으로 만드시오.

    (실전3-06.docx) [Hint: 양식 컨트롤]

1. ‘부서명’ 오른쪽 셀로 커서를 이동한다.

2. [개발 도구] 탭-[컨트롤] 그룹-[이전 도구] 명령을 클릭하여 [이전 양식]에서 [텍스트 필드(양식 컨트롤)]을 클릭한다.

3. ‘위치’ 오른쪽 셀로 커서를 이동한다.

4. [개발 도구] 탭-[컨트롤] 그룹-[이전 도구] 명령을 클릭하여 [이전 양식]에서 [텍스트 필드(양식 컨트롤)]을 클릭한다.

5. ‘보고 대상’ 오른쪽 셀로 커서를 이동한다.

6. [개발 도구] 탭-[컨트롤] 그룹-[이전 도구] 명령을 클릭하여 [이전 양식]에서 [텍스트 필드(양식 컨트롤)]을 클릭한다.

7. ‘직급’ 오른쪽 셀로 커서를 이동한다.

8. [개발 도구] 탭-[컨트롤] 그룹-[이전 도구] 명령을 클릭하여 [이전 양식]에서 [콤보 상자(양식 컨트롤)]을 클릭한다.

9. [개발 도구] 탭-[컨트롤] 그룹-[속성] 명령을 클릭한다.

10. [드롭다운 양식 필드] 대화 상자에서 [드롭다운 항목]에 ‘대표이사’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다.

11. [드롭다운 항목]에 ‘차장’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다.

12. [드롭다운 항목]에 ‘부장’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다.

13. [드롭다운 항목]에 ‘과장’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다.

14. [드롭다운 항목]에 ‘대리’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다.

15.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07. 시간외근로수당 적용 확인란 양식 필드에 ‘영업부, 생산부, 기술부만 해당합니다.’라는 도움말 키 텍

스트를 입력하시오. (실전3-07.docx) [Hint: 컨트롤 속성]

1. ‘시간외근로수당 적용’의 확인란 양식 필드를 클릭한다.

2. [개발 도구] 탭-[컨트롤] 그룹에서 [속성] 명령을 클릭한다.

3. [확인란 양식 필드] 대화 상자에서 [도움말 추가] 단추를 클릭한다.

4. [양식 필드 도움말] 대화 상자의 [도움말 키] 탭으로 이동한다.

5. ‘도움말 입력’ 옵션을 선택한다.

6. ‘영업부, 생산부, 기술부만 해당합니다.’를 입력한 다음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7. [확인란 양식 필드] 대화 상자의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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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구역에만 주제 문서 속성을 바닥글에 추가하시오.

    (실전3-08.docx) [Hint: 바닥글 편집, 문서 속성 삽입]

1. 2구역인 2페이지로 커서를 이동한다.

2. [삽입] 탭-[머리글/바닥글] 그룹-[바닥글] 명령을 클릭해 ‘바닥글 편집’을 선택한다.

3. 머리글/바닥글 편집 화면으로 이동된다.

4. [머리글/바닥글 도구]-[디자인] 탭-[탐색] 그룹-[이전 머리글에 연결] 명령을 클릭한다.

5. [머리글/바닥글 도구]-[디자인] 탭-[삽입] 그룹-[빠른 문서 요소]-[문서 속성] 명령을 클릭해 ‘주제’를 선택한다.

6. 주제 콘텐츠 컨트롤이 삽입된다.

7. [머리글/바닥글 도구]-[디자인] 탭-[닫기] 그룹-[머리글/바닥글 닫기] 명령을 클릭한다.

09. ‘실전3-09.docx’와 ‘1차검토.docx’를 비교하시오. ‘실전3-09.docx’를 원본 문서로 지정하고 새 문

서에 변경 내용을 모두 표시한 다음 모든 변경 내용을 적용하시오. 새 문서는 ‘검토완료.docx’라는 

파일 이름으로 문서 폴더에 저장하시오.

    (실전3-09.docx, 1차검토.docx) [Hint: 문서 비교]

1. [검토] 탭-[비교] 그룹-[비교] 명령을 클릭해 ‘비교’를 선택한다.

2. [문서 비교] 대화 상자에서 [원본 문서]의 [찾아보기] 명령을 클릭한다.

3. [열기] 대화 상자에서 ‘실전3-09.docx’ 파일을 찾아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4. [수정한 문서]의 [찾아보기] 명령을 클릭한다.

5. [열기] 대화 상자에서 ‘1차검토.docx’ 파일을 찾아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6. [변경 내용 표시]-[변경 내용 표시 위치]가 ‘새 문서’인지 확인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7. 새 비교 문서가 나타나면 [검토] 탭-[변경 내용] 그룹-[적용] 명령의 목록 단추를 클릭해 ‘문서에서 변경 내용 모두 적용’을 선택한다.

8.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저장] 명령을 클릭한다.

9.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 저장 위치를 ‘문서’ 폴더로 지정한다.

10. [파일 이름]에 ‘검토완료’를 입력한다.

11. [저장] 단추를 클릭한다.

10. 제목2 스타일의 줄 간격을 1.75로 글꼴 색은 파랑으로 수정하시오.

    (실전3-10.docx) [Hint: 스타일 편집]

1. [홈] 탭-[스타일] 그룹에서 ‘제목2’ 스타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 [수정] 메뉴를 클릭한다.

2. [스타일 수정] 대화 상자에서 [글꼴 색]의 목록 단추를 눌러 [표준 색]에서 ‘파랑’을 선택한다.

3. [서식]-[단락] 메뉴를 클릭한다.

4. [단락] 대화 상자의 [들여쓰기 및 간격] 탭에서 [간격]-[줄 간격]에 1.75를 입력한다.

5.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6. [스타일 수정] 대화 상자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7. 제목2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모든 단락의 서식이 수정된다.

11. ‘계획사업의 기대(파급)효과’ 텍스트 위쪽의 빈 단락에 똑똑한 재무관리 관련 인용을 삽입하시오.

    (실전3-11.docx) [Hint: 인용 삽입]

1. ‘계획사업의 기대(파급)효과’ 제목 단락 위쪽의 빈 단락으로 커서를 이동한다.

2. [참조] 탭-[인용 및 참고 문헌] 그룹-[인용 삽입] 명령을 클릭해 ‘이미노’ 인용을 선택한다.

3. 인용이 삽입된다.

12. 문서 마지막 위치에 관련 근거 목차를 삽입하시오.

    (실전3-12.docx) [Hint: 관련 근거 목차 삽입]

1. <Ctrl+End> 키를 눌러 문서 마지막 위치로 커서를 이동한다.

2. [참조] 탭-[관련 근거 목차] 그룹-[관련 근거 목차 삽입] 명령을 클릭한다.

3. [관련 근거 목차] 대화 상자에서 [범주]가 ‘모두’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4. 커서가 있던 위치에 관련 근거 목차가 삽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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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첫 페이지에 있는 두 텍스트 상자를 연결하시오.

    (실전3-13.docx) [Hint: 텍스트 상자 연결 만들기]

1. 1페이지의 왼쪽 텍스트 상자 안쪽을 클릭한다.

2. [그리기 도구]-[서식] 탭-[텍스트] 그룹-[연결 만들기] 명령을 클릭한다.

3. 오른쪽 텍스트 상자를 클릭한다.

4. 두 텍스트 상자가 연결된다.

14. 날짜 선택 콘텐트 컨트롤에 ‘게시일’을 제목과 태그로 추가하고 삭제되지 않도록 콘텐츠 컨트롤을 

잠그시오. (실전3-14.docx) [Hint: 콘텐츠 컨트롤 속성]

1. ‘게시일’ 필드의 날짜 선택 콘텐츠 컨트롤을 클릭해 선택한다.

2. [개발 도구] 탭-[컨트롤] 그룹에서 [속성] 명령을 클릭한다.

3. [콘텐츠 컨트롤 속성] 대화 상자에서 [제목]에 ‘게시일’을 입력한다.

4. [태그]에 ‘게시일’을 입력한다.

5. [잠금]에서 ‘콘텐츠 컨트롤을 삭제할 수 없음’ 확인란을 선택한다.

6.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15. ‘동묘수’라는 항목이 모두 표시되도록 현재 색인을 업데이트하시오.

    (실전3-15.docx) [Hint: 색인 업데이트]

1. <Ctrl+End> 키를 눌러 색인으로 커서를 이동한다.

2. [참조] 탭-[색인] 그룹-[색인 업데이트] 명령을 클릭한다.

3. 색인 목록에 ‘동수묘’ 색인 항목이 추가된다.

16. 현재 문서가 Microsoft Office Word 2003에서 작성된 것처럼 레이아웃이 유지되도록 호환성 옵션

을 지정하시오. (실전3-16.docx) [Hint: 호환성 옵션]

1. [파일] 탭-[옵션] 명령을 클릭한다.

2. [Word 옵션] 대화 상자의 [고급] 탭에서 [호환성 옵션]이 현재 문서인지 확인한다.

3. [다음 프로그램에서 만든 것처럼 레이아웃 지정]의 목록 단추를 클릭해 ‘Microsoft Word 2003’을 선택한다.

4.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17. ‘역사와문화.docm’에 위치한 매크로를 ‘실전3-17.docm’으로 복사한 후 저장하시오.

    (실전3-17.docm, 역사와문화.docm) [Hint: 매크로 복사]

1. [개발 도구] 탭-[코드] 그룹-[매크로] 명령을 클릭한다.

2.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구성 도우미] 단추를 클릭한다.

3. [구성 도우미] 대화 상자의 [매크로 프로젝트 항목] 탭에서 왼쪽 원본의 [파일 닫기] 단추를 클릭한다.

4. 매크로를 복사할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 [파일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5. [열기] 대화 상자에서 [파일 형식]을 ‘모든 Word 문서’로 선택한다.

6. ‘실전3-17.docm’ 매크로 사용 문서를 찾아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7. 매크로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 오른쪽 [파일 닫기] 단추를 클릭한다.

8. [파일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9. [열기] 대화 상자에서 [파일 형식]을 ‘모든 Word 문서’로 선택한다.

10. ‘역사와문화.docm’ 매크로 사용 문서를 찾아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11. 오른쪽 원본 목록에서 ‘들여쓰기’ 매크로를 선택하고 [복사] 단추를 클릭한다.

12. 왼쪽 대상 목록에 ‘들여쓰기’ 매크로가 복사되면 [닫기] 단추를 클릭한다.

13. 변경 내용을 실전3-17.docm 파일에 저장할 것인지를 묻는 메시지 창이 나타나면 [저장] 단추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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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장식형 서식을 사용하고 탭 채움선을 제거하여 관련 근거 목차를 업데이트하시오.

    (실전3-18.docx) [Hint: 관련 근거 목차 업데이트]

1. 5페이지 [관련 근거 목차] 텍스트 안쪽을 클릭해 커서를 이동한다.

2. [참조] 탭-[관련 근거 목차] 그룹-[관련 근거 목차 삽입] 명령을 클릭한다.

3. [관련 근거 목차] 대화 상자에서 [서식]은 ‘장식형’을 선택한다.

4. [탭 채움선]은 ‘없음’을 선택한다.

5.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6. 목차를 바꾸겠는지를 묻는 메시지 창이 나타나면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19. 두 번째 구역에만 문자 간격을 넓게 1.2pt로, 줄 간격을 17.5pt로 고정되도록 조정하시오.

    (실전3-19.docx) [Hint: 글꼴 서식, 단락 서식]

1. 2구역인 ‘행정활동 보조/촉진기능’ 텍스트부터 마지막까지 드래그해 범위를 지정한다.

2. [홈] 탭-[글꼴] 그룹-[단락] 명령을 클릭한다.

3. [글꼴] 대화 상자의 [고급] 탭에서 [간격]의 목록 단추를 눌러 ‘넓게’를 선택한다.

4. [값]에 1.2pt를 입력한다.

5.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6. [홈] 탭-[단락] 그룹-[단락] 명령을 클릭한다.

7. [단락] 대화 상자의 [들여쓰기 및 간격] 탭에서 [간격]-[줄 간격]의 목록 단추를 눌러 ‘고정’을 선택한다.

8. [값]에 17.5pt를 입력한다.

9.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20. ‘교육.dotx’를 현재 열려 있는 문서에 적용하고 문서 스타일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설정하시오.

    (실전3-20.docx, 교육.dotx) [Hint: 서식 파일 첨부]

1. 실전3-20.docx 문서에서 [개발 도구] 탭-[서식 파일] 그룹-[문서 서식 파일] 명령을 클릭한다.

2. [서식 파일 및 추가 기능] 대화 상자의 [서식 파일] 탭에서 [첨부] 단추를 클릭한다.

3. [서식 파일 첨부] 대화 상자에서 [실전모의고사]-[모의고사 3회] 폴더로 이동한다.

4. ‘교육.dotx’를 찾아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5. ‘문서의 스타일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확인란을 선택한다.

6.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7. ‘교육.dotx’ 서식 파일의 스타일로 대체된다.

21. ‘암묵지 vs. 형식지’ 표의 첫 번째 열의 내용을 옥색으로 강조 표시하는 새 매크로를 현재 문서에 

기록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레이블강조’로 지정하고 키보드 바로 가기키를 Ctrl+5로 지정하시오. 

이 매크로를 ‘OECD의 지식 분류’ 표의 첫 번째 열 내용에 적용하시오.

    (실전3-21.docm) [Hint: 매크로 기록, 매크로 실행]

1. ‘암묵지 vs. 형식지’ 표의 첫 번째 열의 텍스트를 드래그해 선택한다.

2. (1) [개발 도구] 탭-[코드] 그룹-[매크로 기록] 명령이나, (2) 상태 표시줄의 [새 매크로 기록] 아이콘을 클릭한다.

3.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이름]에 ‘레이블강조’를 입력한다.

4. [매크로 저장 위치]의 목록 단추를 눌러 ‘실전3-21.docm’을 선택한다.

5. [매크로 할당 위치]의 [키보드] 단추를 클릭한다.

6. [키보드 사용자 지정] 대화 상자에서 [저장할 파일]의 목록 단추를 눌러 ‘실전3-21.docm’을 선택한다.

7. [새 바로 가기 키]에서 <Ctrl+5> 키를 누른다.

8. [지정] 단추를 클릭한다.

9. [현재 키]에 바로 가기 키가 등록되면 [닫기] 단추를 클릭한다.

10. [홈] 탭-[글꼴] 그룹-[텍스트 강조색] 명령을 클릭해 ‘옥색’을 선택한다.

11. (1) [개발 도구] 탭-[코드] 그룹-[기록 중지] 명령이나, (2) 상태 표시줄의 [기록 중지] 아이콘을 클릭한다.

12. ‘OECD의 지식 분류’ 표의 첫 번째 열 범위를 드래그해 선택한다.

13. <Ctrl+5> 키를 눌러 매크로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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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 기타사항’ 아래쪽의 Homepage(http://ybmuniv.ac.kr)를 사용구 문서 블록으로 저장하시오. 문서 

블록의 이름을 ‘홈페이지’로 저장되도록 하시오. 이 사용구를 머리글에 삽입하시오.

    (실전3-22.docx) [Hint: 상용구, 머리글 편집]

1. ‘Homepage(http://www.ybmuniv.ac.kr)’ 텍스트를 드래그해 선택한다.

2. [삽입] 탭-[텍스트] 그룹-[빠른 문서 요소]-[상용구] 명령을 클릭해 ‘선택 영역을 상용구 갤러리에 저장’을 선택한다.

3. [새 문서 블록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이름]에 ‘홈페이지’를 입력한다.

4. [갤러리]는 ‘상용구’로 나타난다.

5.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6. [삽입] 탭-[머리글/바닥글] 그룹-[머리글] 명령을 클릭해 ‘머리글 편집’을 선택한다.

7. [머리글/바닥글 도구]-[디자인] 탭-[삽입] 그룹-[빠른 문서 요소]-[상용구] 명령을 클릭해 ‘홈페이지’를 선택한다.

8. 머리글에 ‘홈페이지’ 상용구가 삽입된다.

9. [머리글/바닥글 도구]-[디자인] 탭-[닫기] 그룹-[머리글/바닥글 닫기] 명령을 클릭한다.

23. 날짜 선택 콘텐트 컨트롤을 텍스트 양식 필드로 바꾸시오.

    (실전3-23.docx) [Hint: 콘텐트 컨트롤 속성]

1. 게시일 필드의 날짜 선택 콘텐트 컨트롤의 제목을 클릭해 선택한다.

2. <Delete> 키를 눌러 삭제한다.

3. [개발 도구] 탭-[컨트롤] 그룹-[이전 도구] 명령을 클릭하여 [이전 양식]에서 [텍스트 필드(양식 컨트롤)]을 클릭한다.

24. 양식에만 입력될 수 있도록 편집을 제한하시오. (참고: 다른 기본 설정은 모두 그대로 적용하시오.)

    (실전3-24.docx) [Hint: 편집 제한]

1. [검토] 탭-[보호] 그룹-[편집 제한] 명령을 클릭한다.

2. [서식 및 편집 제한] 작업창의 [2. 편집 제한]에서 ‘이 문서에서 편집을 허용할 유형:’의 확인란을 선택한다.

3. 목록에서 ‘양식 채우기’를 선택한다.

4. [예, 문서 보호를 적용합니다.] 단추를 클릭한다.

5. [문서 보호 적용] 대화 상자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6. [서식 및 편집 제한] 작업창의 [닫기] 명령을 클릭한다.

25. 현재 문서를 ‘직무기술서’ 파일 이름의 서식 파일로 저장하시오.

    (실전3-25.docx) [Hint: 서식 파일로 저장]

1. [파일] 탭-[저장/보내기] 탭에서 ‘파일 형식 변경’을 클릭하고 ‘서식 파일(*.dotx)를 더블 클릭한다.

2.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 [파일 이름]에 ‘직무기술서’를 입력한다.

3. [저장] 단추를 클릭한다.

26. ‘실전3-26.dotx’에서 Italics 스타일을 삭제하고 파일을 저장하시오.

    (실전3-26.dotx) [Hint: 서식 파일 편집]

1. [파일] 탭-[열기] 명령을 클릭한다.

2. [열기] 대화 상자에서 ‘실전3-26.dotx’ 서식 파일을 찾아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한다.

3. [홈] 탭-[스타일] 그룹-[스타일] 명령을 클릭한다.

4. [스타일] 작업창에서 ‘Italics’ 스타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 [Italics 삭제] 메뉴를 클릭한다.

5. 삭제 확인 메시지 창이 나타나면 [예] 단추를 클릭한다.

6. [스타일] 작업창의 [닫기] 명령을 클릭한다.

7.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저장] 명령을 클릭한다.

27. ‘JungBrauny’와 관련된 인용을 제거하시오. 그리고 관련 근거 목차를 업데이트하시오.

    (실전3-27.docx) [Hint: 관련 근거 목차 업데이트]

1. 4페이지에서 ‘JungBrauny, 1997’ 텍스트를 단락 기호까지 드래그해 선택한다.

2. <Delete> 키를 눌러 삭제한다.

3. 5페이지 [관련 근거 목차] 텍스트 안쪽을 클릭해 커서를 이동한다.

4. [참조] 탭-[관련 근거 목차] 그룹-[목차 업데이트] 명령을 클릭한다.

5. 관련 근거 목차에 삭제한 인용 항목이 제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