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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예제파일 : 없음  완성파일 : 파워포인트 시작.pptx

파워포인트 2016 기본 익히기파워포인트 2016 기본 익히기01

✖ 이번 장에서는 

파워포인트는 발표(프리젠테이션) 자료용 문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실행해보고, 새 슬라이드를 추가한 후 작성한 문서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번 슬라이드

▲ 1번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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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포인트 2016 실행하기01

[시작( )]-[PowerPoint 2016]을 클릭하여 파워포인트 2016을 실행합니다.01

바탕 화면에 바로 가기 아이콘 만들어 실행하기

‘PowerPoint 2016’에서 마우스 왼쪽 단추를 누른채 바탕 화면으로 드래그합니다.

TIP

1  클릭

2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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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포인트 2016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

습니다.

02

❶ [파일] 탭 : 문서의 저장과 열기, 문서 정보 등에 파일 관리를 위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❷ 빠른 실행 도구 모음 :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도구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❸ 리본 메뉴 : 슬라이드 사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아 둔 곳으로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❹ 슬라이드 및 개요 창 : 모든 슬라이드를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며, 슬라이드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❺ 슬라이드 창 : 슬라이드의 편집을 직접 작업하는 곳으로 글자, 도형, 차트, 표 등을 삽입하고 편집을 

하는 영역입니다.

❻ 슬라이드 노트 창 : 슬라이드 창에 표시된 내용의 부연 설명이나 세부 사항을 입력하는 영역입니다.

❼ 슬라이드 화면 컨트롤 : 슬라이드의 화면 보기와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읽기용 보기 확대/축소

여러 슬라이드 슬라이드 쇼 자동 맞춤

기본

❽ 상태 표시줄 : 현재 작업 중인 슬라이드 번호와 디자인 서식 등을 표시합니다.

❶

❸

❷

❺

❻

❹

❼
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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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창에서 ‘제목을 입력하십시오’라는 텍스트 상자 안을 마우스로 클릭한 후 ‘파워포인트 

2016 시작하기’를 입력합니다.

03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를 클릭한 후 본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04

클릭한 후 입력

클릭한 후 입력

파워포인트 201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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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포인트 문서 저장하고 끝내기02

작업한 문서를 저장하기 위해 [파일] 탭-[저장]-[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01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바탕 화면’을 클릭한 후 ‘새 폴더’을 클릭하여 ‘본인의 

이름(아카데미)’을 입력하고  키를 누릅니다.

02

1  클릭

2  클릭

1  클릭

2  클릭

3  입력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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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이름’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파일 이름’에 ‘파워포인트 시작’을 입력한 후 <저장> 단추를 

클릭합니다.

03

제목표시줄에서 저장된 파일명을 확인한 후 [파일] 탭-[닫기]를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종료합

니다.

04

1  입력

2  클릭

제목 표시줄에서 [닫기( )] 단추를 눌러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TIP

1  확인

2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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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슬라이드 추가하기03

파워포인트 2016을 실행하고 [파일] 탭-[열기]-[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01

[열기]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본인 이름’의 폴더에서 ‘파워포인트 시작’을 선택한 후 <열기> 단추

를 클릭합니다.

02

[홈] 탭-[슬라이드] 그룹에서 [새 슬라이드]의 목록 단추( )를 눌러 [제목 및 내용]을 클릭합

니다.

03

1  경로 지정

2  선택

3  클릭

1  확인 2  클릭

3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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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레이아웃

• 슬라이드 레이아웃은 여러 가지의 문서 모양을 미리 만

들어 놓고 사용자가 원하는 모양을 선택하여 문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 ‘제목 슬라이드’는 표지에 자주 사용하며,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는 제목과 본문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문서를 작

성할 때 사용합니다.

TIP

2번 슬라이드가 추가되면 다음과 같이 내용을 입력합니다.04

[파일] 탭-[저장]을 클릭하여 작업한 파일을 저장합니다.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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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용 마 당
 예제파일 : 없음  완성파일 : 지리산 등산.pptx

다음과 같이 슬라이드를 작성하고 저장해 보세요.1

❶  2번 슬라이드 추가 : [홈] 탭-[슬라이드] 그룹-[새 슬라이드]-[제목 및 내용]을 선택HINT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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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용 마 당
 예제파일 : 없음  완성파일 : 응급의료센터.pptx

다음과 같이 슬라이드를 작성하고 저장해 보세요.2

❶  2번 슬라이드 추가 : [홈] 탭-[슬라이드] 그룹-[새 슬라이드]-[콘텐츠 2개]를 선택HINT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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