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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모의고사 1회
01.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1-01.pptx)

    ①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여 모든 슬라이드에 테마는 ‘오렌지’, 테마 글꼴은 ‘보자기’를 적용하시오.

    ② 슬라이드 2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을 ‘1) 2) 3)’ 번호 서식으로 변경하시오.

    [Hint: 테마,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02.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1-02.pptx, 기타분야.docx)

    ① 마지막 위치에 ‘기타 분야.docx’ 워드 개요 문서를 삽입하시오.

    ② 슬라이드 2에서 화살표 도형에 ‘둥글게’ 입체 효과를 적용하시오.

    [Hint: 슬라이드 개요 삽입, 도형 효과-입체 효과]

03.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1-03.pptx)

    ① 슬라이드 6에서 글머리 기호를 ‘피라미드 목록형’ SmartArt로 변경하시오.

    ② 슬라이드 6에서 피라미드 목록형 SmartArt를 ‘색상형 범위 - 강조색3 또는 4’ 색으로 변경하시오.

    [Hint: SmartArt 그래픽으로 변환, SmartArt 스타일-색]

04.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1-04.pptx)

    ① 슬라이드 2에서 글머리 기호를 2단으로 설정하고, 단 간격을 ‘0.5cm’로 적용하시오.

    ② 슬라이드 1의 제목 텍스트의 서식을 슬라이드 5의 텍스트 개체에 복사하시오.

    [Hint: 단, 서식 복사]

05.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1-05.pptx)

    ①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여 제목 슬라이드를 제외한 모든 슬라이드에 바닥글 ‘철도 박물관’을 

삽입하시오.

    ② 모든 슬라이드에 ‘수평으로 나누어 나가기’ 화면 전환 효과를 중간 속도로 적용하시오.

    [Hint: 슬라이드 마스터, 머리글/바닥글, 화면 전환]

06.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1-06.pptx)

    ① 슬라이드 5에서 텍스트 상자에 ‘데님’ 질감 효과를 적용하시오.

    ② 슬라이드 4에서 ‘매주 월요일 및 공유일 다음날’ 단락을 ‘1월 1일’ 단락 앞으로 이동하시오.

    [Hint: 도형 채우기-질감, 단락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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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1-07.pptx)

    ① 모든 제목의 끌꼴은 ‘HY 견고딕’, 글꼴 크기는 ‘36pt'로 적용하시오.

    ② 슬라이드 3에서 조직도에 ‘닦아내기’ 애니메이션을 위쪽 방향에서 빠르게 나타나게 적용하시오.

    [Hint: 슬라이드 마스터, 사용자 지정 애니메이션]

08.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1-08.pptx)

    ① 슬라이드 3 다음에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의 새 슬라이드를 삽입하시오.

    ② 슬라이드 4에 ‘가로 글머리 기호 목록형’ SmartArt 그래픽을 삽입하시오.

    [Hint: 새 슬라이드 삽입, SmartArt 그래픽 삽입]

09.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1-09.pptx)

    ① 슬라이드 4에서 SmartArt 그래픽에 ‘아트 데코’ 입체 효과를 적용하시오.

    ② 슬라이드 4에서 SmartArt의 높이는 ‘10cm’, 너비는 ‘22cm’ 크기로 변경하시오.

    [Hint: 도형 효과, 입체 효과, 크기]

10.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1-10.pptx)

    ① 슬라이드 5에서 표에 ‘테마 스타일1 - 강조1’ 표 스타일을 적용하시오.

    ② 표의 1행의 데이터를 가로 및 세로 가운데로 맞추어 정렬하시오.

    [Hint: 표 스타일, 맞춤]

11.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1-11.pptx)

    ① 모든 슬라이드에 삽입되어 있는 숨겨진 메모를 표시하시오.

    ② 슬라이드 2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의 두 번째 항목 ‘매과정’ 텍스트 아래에 ‘세분화 필요 내용’ 

메모를 삽입하시오.

    [Hint: 메모 및 변경 내용 표시, 메모 삽입]

12.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1-12.pptx)

    ① 슬라이드 2에서 두 개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형에 투명도 ‘25%’를 적용하시오.

    ② 슬라이드 1, 2, 6을 ‘기획홍보’ 이름으로 재구성하시오.

    [Hint: 도형 채우기, 슬라이드 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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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1-13.pptx)

    ① 슬라이드 4부터 슬라이드 쇼를 시작하고 ‘사용자 편의 위주’ 텍스트에 형광펜을 그린 후 슬라이

드 쇼를 진행 하고 잉크 주석을 저장하시오.

    ② 유인물의 모든 페이지에 ‘시사 웹 기획’ 바닥글을 삽입하시오.

    [Hint: 슬라이드 쇼 시작, 잉크 주석, 유인물, 머리글/바닥글]

14.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1-14.pptx)

    ① 슬라이드 5에서 텍스트 상자 위쪽에 ‘인사.png’ 그림 파일을 삽입하시오.

    ② 모든 슬라이드에 숨은 메타데이터와 개인 정보를 검색한 후 모두 제거하시오.

       (단, 기본 설정은 모두 유지하시오.)

    [Hint: 그림 삽입, 문서 검사]

15.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1-15.pptx)

    ① 슬라이드 5에서 그림 파일만 전자 메일(96ppi) 용도로 압축하시오.

       (단, 기본 설정은 모두 유지하시오.)

    ② 프레젠테이션을 개요 보기로 인쇄하시오. (단, 기본 설정은 모두 유지하시오.)

    [Hint: 그림 압축, 인쇄]

16.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1-16.pptx)

    ① 슬라이드 6에 ‘3차원 원형’ 차트를 삽입하고 다음의 내용을 입력하시오.

       

업체 가입자수

KT 6127

원샷텔레콤 854

시사통신 2823

드림통신 453

    ② 슬라이드 6에서 차트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6’, 차트 스타일은 ‘스타일 27’ 적용하시오.

    [Hint: 차트 삽입, 빠른 차트 레이아웃, 빠른 차트 스타일]

17.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파일없음)

    ① 설치된 ‘태양’ 테마를 이용하여 새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시오.

    ② 제목 개체 틀에 ‘강한 효과-강조2’ 도형 스타일을 적용하시오.

    [Hint: 테마로 새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빠른 도형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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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1-18.pptx)

    ①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여 모든 슬라이드에 ‘배경jpg’ 그림을 배경으로 변경하시오.

    ② 슬라이드 3에서 ‘콜센터’ 항목에 http://www.sisacall.co.kr 웹 주소로 하이퍼링크를 적용하시오.

       (단, 기본 설정은 모두 유지하시오)

    [Hint: 슬라이드 마스터, 배경 서식-그림, 하이퍼링크]

19.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1-19.pptx)

    ① 슬라이드 6을 슬라이드 3 다음 위치로 이동하시오.

    ② 발표자가 슬라이드 1~4까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시오.

       (단, 기본 설정은 모두 유지하시오.)

    [Hint: 슬라이드 이동, 쇼 설정]

20.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1-20.pptx)

    ① 슬라이드 4에서 ‘실내로 시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과 ‘천장 모서리, 천장’ 직사각형 두 개의 

도형을 그룹으로 묶으시오.

    ② 슬라이드 4에서 두 개의 그룹과 양쪽 화살표 도형 3개의 개체를 중간을 기준으로 맞춰 정렬하

시오.

    [Hint: 그룹,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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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모의고사 2회
01.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2-01.pptx)

    ①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여 모든 슬라이드 오른쪽 상단에 ‘시력’ 관련 클립 아트를 삽입하시오.

    ② 프레젠테이션의 호환성을 검사하시오.

    [Hint: 슬라이드 마스터, 클립 아트 삽입, 호환성 검사]

02.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2-02.pptx)

    ①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여 ‘모듈’ 테마와 ‘테크닉’ 테마 글꼴을 적용하시오.

    ② 슬라이드 2에서 오른쪽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형의 텍스트만 90도로 회전하시오.

    [Hint: 슬라이드 마스터, 테마 글꼴, 텍스트 회전]

03.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2-03.pptx)

    ① 슬라이드 5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의 ‘전국적으로 활용’ 마지막 항목 오른쪽에 ‘주요 지역 선정’ 

텍스트의 메모를 삽입하시오.

    ② 프레젠테이션의 열기 암호와 쓰기 암호를 ‘Plan’으로 설정하여 ‘계획서’ 파일 이름으로 저장하시오.

    [Hint: 메모 삽입, 문서 보호]

04.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2-04.pptx)

    ① 슬라이드 3에서 아래쪽의 ‘광고차.png’ 그림 파일을 삽입하시오.

    ② 슬라이드 3에서 그림에 ‘금속 프레임’ 그림 스타일을 적용하시오.

    [Hint: 그림 삽입, 그림 스타일]

05.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2-05.pptx)

    ① 슬라이드 5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의 기호를 ‘그림기호.png’ 그림 글머리로 변경하시오.

    ② 슬라이드 4에서 애니메이션의 순서를 맨 앞으로 이동하고, 속도를 매우 빠르게 변경하시오.

    [Hint: 그림 글머리 기호, 사용자 지정 애니메이션]

06.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2-06.pptx)

    ① 슬라이드 2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형에 ‘파랑 박엽지’ 질감 채우기 효과를, 도형 윤곽선

은 ‘녹색, 강조4’ 색으로 적용하시오.

    ② 슬라이드 2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형의 높이는 ‘13cm’, 너비는 ‘4.5cm’ 로 변경하시오.

    [Hint: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도형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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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2-07.pptx)

    ① 슬라이드 4에서 아래쪽에 ‘그라데이션 채우기-강조6, 안쪽그림자’ 스타일의 ‘차별화된 사업 진

행’ 텍스트의 워드아트를 삽입하시오.

    ②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여 모든 슬라이드 오른쪽 상단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날짜를 삽입

하시오. (단, 기본 설정은 모두 유지하시오.)

    [Hint: 워드아트 삽입, 슬라이드 마스터, 머리글/바닥글]

08.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2-08.pptx)

    ① 프레젠테이션 전체의 메모를 숨기시오.

    ② 여러 슬라이드 보기에서 슬라이드 4를 마지막 위치로 이동하시오.

    [Hint: 메모 및 변경 내용 표시, 여러 슬라이드 보기, 슬라이드 이동]

09.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2-09.pptx)

    ①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고 슬라이드 2에서 마지막 항목인 ‘5분에서 10분간’ 

텍스트에 파랑색의 사인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린 후 잉크 주석을 저장하시오.

    ② 잉크 주석을 제외하여 슬라이드 노트를 2부 인쇄하시오.

    [Hint: 슬라이드 쇼, 잉크 주석, 인쇄]

10.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2-10.pptx)

    ① 슬라이드 4에서 ‘초점을~’ 텍스트 상자에 ‘선형 아래쪽’ 밝은 그라데이션을 설정하시오.

    ② 슬라이드 크기를 화면 슬라이드 쇼(16:9) 크기로 변경하시오.

    [Hint: 도형 채우기-그라데이션, 페이지 설정-슬라이드 크기]

11.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2-11.pptx)

    ① 슬라이드 2에서 글머리 기호목록의 기호에 ‘진한 빨강’색의 √ 기호로 변경하시오.

    ②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숨은 메타데이터와 개인 정보를 검색한 후 ‘문서 속성 및 개인 정보’ 항목

만 제거하시오.

    [Hint: 글머리 기호, 문서 검사]

12.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2-12.pptx)

    ① 슬라이드 4에서 차트를 ‘레이아웃3’으로 변경하시오. 

    ② 슬라이드 4에서 차트의 제목을 제거하고 기본 세로 축 제목 ‘인원수’를 세로 제목으로 추가하시오.

    [Hint: 차트 레이아웃, 차트 제목, 기본 세로 축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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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2-13.pptx)

    ① 슬라이드 5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의 마지막 두 개의 항목을 한 수준 내려 들여 쓰시오.

    ② 슬라이드 4에서 양쪽 화살표 도형에 설정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을 제거하시오.

    [Hint: 들여쓰기, 사용자 지정 애니메이션 제거]

14.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2-14.pptx)

    ① 슬라이드 1, 2, 3, 5를 ‘안내’ 이름으로 쇼 재구성하시오.

    ② ‘안내’ 재구성한 슬라이드를 한 페이지에 2장의 슬라이드가 포함된 유인물로 인쇄하시오.

    [Hint: 쇼 재구성, 인쇄]

15.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2-15.pptx)

    ① 슬라이드 4에서 그림에 www.sampleuse.com  웹 주소로 사례 소개 스크린 팁을 포함하여 하이

퍼링크를 적용하시오. (단, 기본 설정은 모두 유지하시오.)

    ② 슬라이드 4에서 그림의 크기를 높이 ‘5.5Cm’, 너비 ‘6Cm’로 변경하시오.

    [Hint: 하이퍼링크, 그림 크기]

16.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2-16.pptx)

    ①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여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에만 ‘스타일11’ 배경 스타일을 적용하시오.

    ② 슬라이드 5를 삭제하시오.

    [Hint: 배경, 슬라이드 삭제]

17.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2-17.pptx)

    ① 슬라이드 4에서 세 개의 오각형 도형안의 텍스트만 270도 회전하시오.

    ② 슬라이드 5에서 ‘Bussiness(회사)’ 도형 서식을 ‘Client(개인)’ 도형에 복사하시오.

    [Hint: 텍스트 회전, 서식 복사]

18.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2-18.pptx)

    ① 슬라이드 3에서 SmartArt를 ‘조직도형’ 레이아웃으로 변경하시오.

    ② 조직도 배경에 ‘가운데에서’ 어두운 그라데이션을 적용하시오.

    [Hint: SmartArt 레이아웃 변경, 도형 채우기-그라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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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2-19.pptx)

    ① 슬라이드 3에서 조직도의 ‘이완법’ 도형의 텍스트에 ‘채우기-강조1, 무광택 입체, 반사’ WordArt

스타일을 적용하시오.

    ② 조직도에서 ‘편안한 휴식’ 도형을 삭제하시오.

    [Hint: WordArt 스타일, 도형 삭제]

20.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2-20.pptx)

    ① 슬라이드 3에 글머리 기호 오른쪽 아래에 ‘구름’ 도형을 삽입하시오.

    ② 구름 도형에 ‘강한 효과-강조5’ 도형스타일을, 도형 윤곽선은 ‘파랑’ 색을 적용하시오.

    [Hint: 도형 삽입, 빠른 도형 스타일, 도형 윤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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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모의고사 3회
01.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3-01.pptx)

    ① 슬라이드 4를 마지막 위치로 이동하시오.

    ② 슬라이드 6에서 자동화면 전환 시간을 8초로 수정하시오.

    [Hint: 슬라이드 이동, 슬라이드 화면 전환]

02.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3-02.pptx)

    ① 슬라이드 3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의 기호를 ‘①②③’ 번호 서식으로 변경하시오.

    ② 슬라이드 3에서 구름 도형에 ‘블라인드’ 끝내기 애니메이션을 빠르게 적용하시오.

    [Hint: 번호 매기기, 사용자 지정 애니메이션]

03.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3-03.pptx, 작성기법.docx)

    ① 슬라이드 2 다음에 ‘작성기법.docx’ 워드 개요 문서를 삽입하시오.

    ② 슬라이드 4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의 ‘전문 용어나 약어의 사용 삼가’ 항목을 마지막 위치로 이동

하시오.

    [Hint: 슬라이드 개요 삽입, 단락 이동]

04.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3-04.pptx)

    ① 슬라이드 3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의 두 번째 ‘정확한 목표 설정’ 항목을 한 수준 위로 내어 쓰시오.

    ② 슬라이드 2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을 ‘세로 글머리 기호 목록형’ SmartArt로 변경하시오.

    [Hint: 목록 수준 줄임, SmartArt 그래픽으로 변환]

05.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3-05.pptx)

    ① 슬라이드 4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을 2단으로 설정하고 단 간격을 0.3cm로 유지하시오.

    ② 슬라이드 4에만 ‘선형 아래쪽’ 그라데이션 배경서식을 설정하시오.

    [Hint: 단, 배경 서식]

06.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3-06.pptx)

    ① 슬라이드4에서 ‘무지향 주기형’ 관계형 SmartArt를 삽입하시오.

    ② SmartArt에 ‘금속’ 3차원 SmartArt 스타일을 설정하시오.

    [Hint: SmartArt 삽입, SmartArt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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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3-07.pptx)

    ① 모든 슬라이드를 가로 방향으로 변경하시오.

    ②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여 모든 슬라이드에 고정된 날자 (2009-10-10)를 삽입하시오.

    [Hint: 슬라이드 방향, 슬라이드 마스터, 머리글/바닥글]

08.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3-08.pptx)

    ① 마지막 위치에 ‘제목만’ 레이아웃의 새 슬라이드를 삽입하고 제목에 ‘질의 응답 시간’을 입력하시오.

    ② 슬라이드 6에 제목 텍스트를 ‘그라데이션 채우기-검정, 윤곽선-흰색, 바깥쪽 그림자’ WordArt 

스타일로 변경하시오.

    [Hint: 새 슬라이드 삽입, WordArt 스타일]

09.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3-09.pptx)

    ① 슬라이드 4에서 SmartArt의 ‘비디오 테이프’ 도형을 삭제하시오.

    ② 슬라이드 4에서 SmartArt에 ‘색상형 범위-강조색4 또는 5’ 색과 ‘디벗’ 입체효과를 설정하시오.

    [Hint: 도형 삭제, SmartArt 색 변경, 도형 효과-입체 효과]

10.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3-10.pptx)

    ① 슬라이드 2에서 SmartArt의 레이아웃을 ‘세로 상자 목록형’으로 변경하시오.

    ② 슬라이드 2에서 SmartArt에 굵은 기울임꼴 서식을 적용하시오.

    [Hint: SmartArt 레이아웃 변경, 글꼴 서식]

11.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3-11.pptx)

    ① 슬라이드 4에서 SmartArt의 높이는 ‘12.5cm’, 너비는 ‘15cm’ 크기로 변경하시오.

    ② 슬라이드 4에서 SmartArt 배경에 ‘편지지’ 질감 효과를 적용하시오.

    [Hint: 크기, 도형 채우기-질감]

12.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3-12.pptx)

    ① 슬라이드2에서 화살표 도형의 애니메이션을 마지막 위치로 이동하고, 시작 옵션을 ‘이전 효과 다

음에’로 변경하시오. (단, 기본 설정은 모두 유지하시오.)

    ② 슬라이드 2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에 적용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을 제거하시오.

    [Hint: 사용자 지정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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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3-13.pptx)

    ① 유인물의 모든 페이지 머리글에 ‘인터넷 비즈니스 마케팅’ 텍스트를 삽입하시오.

    ② 인쇄 미리 보기 화면에서 한 페이지에 3장의 슬라이드가 포함된 유인물을 확인하고 인쇄 미리 

보기를 닫으시오.

    [Hint: 유인물 머리글/바닥글, 인쇄 미리 보기]

14.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3-14.pptx)

    ①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여 모든 슬라이드 오른쪽 상단에 슬라이드 번호를 삽입하시오.

    ② 슬라이드를 ‘화면 슬라이드 쇼(16:9)’ 크기로 변경하시오.

    [Hint: 슬라이드 마스터, 머리글/바닥글, 페이지 설정, 슬라이드 크기]

15.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3-15.pptx)

    ① 슬라이드 2에서 표에 ‘테마 스타일1-강조6’ 표 스타일을 설정하고 ‘줄무늬 행’ 표 스타일을 적용

하시오.

    ② 슬라이드 2에서 ‘대상’ 셀과 그 아래 빈 셀을 병합하시오.

    [Hint: 표 스타일, 표 스타일 옵션, 셀 병합]

16.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3-16.pptx)

    ① 슬라이드 3에서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꺽은선형’으로 변경하시오.

    ② 슬라이드 3에서 차트에 ‘스타일 28’ 차트 스타일을 적용하시오.

    [Hint: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스타일]

17.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3-17.pptx)

    ① 슬라이드 5에서 ‘Bussiness(회사)’ 도형에 투명도 ‘50%’를 적용하시오.

    ② 슬라이드 5에서 두 개의 화살표 도형을 가로 가운데로 맞춰 정렬하시오.

    [Hint: 도형 채우기-투명도, 맞춤]

18.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3-18.pptx)

    ① 슬라이드 2에서 아래쪽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형의 종류를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으로 

변경하시오.

    ②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여 모든 슬라이드 배경을 ‘sky.jpg’ 그림으로 설정하시오.

    [Hint: 도형 모양 변경, 슬라이드 마스터, 배경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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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3-19.pptx)

    ① 슬라이드 1에서 오른쪽 아래의 그림에 밝기 ‘-20%’, 대비 ‘30%’를 설정하시오.

    ② 슬라이드 1에서 오른쪽 아래의 그림만 압축하시오. (단, 기본 설정은 모두 유지하시오.)

    [Hint: 그림 스타일-밝기-대비, 그림 압축]

20. 다음 작업을 완성하시오. (실전3-20.pptx)

    ① 슬라이드 5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형의 순서를 맨 뒤로 변경하시오.

    ② 슬라이드 5에서 두 개의 글머리 기호의 줄 간격을 ‘1.5줄’로 변경하시오.

    [Hint: 순서, 줄 간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