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의 계 획 서 】
강 좌 명
강의시간

컴퓨터 기초 활용
2019.07.09. ~ 2019.11.17 (20회/ 20주)

강 사 명

권영환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업목표

자신감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컴퓨터를 직접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글, 파워포인트의 다양한 기능을 익혀 문서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강의내용

윈도우즈, 인터넷, 이메일, 스마트폰, 한글, 파워포인트 사용방법 및 활용

필 요 성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활용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소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교

재

교육과정

세부내용

수업방법

준비물

※오리엔테이션 (강의 소개 및 과정 안내하기)
컴퓨터 시작하기

1차시

2차시

3차시

1. 컴퓨터의 기본 구성 장치 살펴보기
2. 마우스와 키보드 살펴보기
3. 컴퓨터 켜고 끄기
4. 바탕 화면의 구성 살펴보기
5. 창의 구조 살펴보기
6. 창 크기 조절하기
파일 및 폴더 관리하기
1. 파일과 폴더 살펴보기
2. 폴더 내용 자세히 확인하기
3. 나만의 작업 폴더 만들기
4 파일 및 폴더 이름 변경하기
5. 파일 및 폴더 복사와 이동하기
6. 파일 및 폴더 압축하고 해제하기
7. 파일 및 폴더 삭제 및 복원하기
8. 내 컴퓨터 속 꽁꽁 숨은 파일 찾아내기
바탕화면과 작업 표시줄 설정하기
1. 바탕화면 배경 지정하기
2. 화면보호기 설정하기
3. 작업 표시줄에 프로그램 고정하기
4.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
5. 아이콘 이동 및 자동 정렬하기

이론,실습,ppt
,토론,등

개인준비

4차시

5차시

6차시

7차시

8차시

보조 프로그램 활용하기
1. 메모장에 가계부 기록하고 계산기로 계산하기
2. 그림판으로 그림 그리기
3. 워드패드로 작문쓰기
4. 내가 작업한 문서 인쇄하기
5. 두뇌 게임하기(카드, 체스, 그림 맞추기)
내 컴퓨터 관리하기
1. 내 컴퓨터 하드웨어 정보 확인하기
2. CD 음악 및 DVD 영화 감상하기
3. 불필요한 파일 지우기
4. 디스크 오류 검사하기
5. 내 컴퓨터에 감염된 바이러스 치료하기
6. USB 메모리 및 SD 메모리 카드 활용하기
인터넷 시작하기
1.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하기
2. 인터넷 익스플로러 화면 구성 살펴보기
3. 검색엔진 사용하기
4. 웹브라우저를 실행하면 나타나는 첫 시작
페이지 설정하기
5. 자주 접속하는 홈페이지 즐겨찾기에 추가하기
6. 홈페이지에 접속했던 기록 모두 지우기
7. 자연어로 검색해서 자료 찾기
8. 번역 서비스를 사용하여 외국사이트 한국어
로 보기
인터넷 활용하기
1. 인터넷 지도로 길 찾기
2. 버스, 지하철 노선 확인하기
3. 손쉽게 기차표 예매하기
4. 부동산 시세 알아보기
5. 인터넷으로 취업 자리 구하기
6. 자원봉사 활동 참여하기
7. 집에서 민원서류 인쇄하기
8. 우리나라 관광지 찾아보기
9. 인터넷에서 무료 음악 감상하기
이메일과 카페에 글쓰기
1. 회원 가입하여 이메일 주소 만들기
2. 멀리 있는 손자에게 편지 보내기
3. 전자우편 확인하고 답장보내기
4. 파일 첨부하여 나에게 편지 보내기
5. 맛집 카페 및 관심 있는 블로그 가입하기
6. 인터넷 카페 글쓰기 및 덧글 달기

9차시

10차시

11차시

12차시

13차시

14차시

인터넷 쇼핑하기
1. 사이트 회원가입하기
2. 상품 구매하기
3. 구매 상품 주문 취소하기
4. 서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도서 구매하기
5. 가격 비교하여 저렴하게 상품 구매하기
6. 인터넷 쇼핑 관련 사이트 살펴보기
7. 팝업 차단과 액티브엑스 설치 알아보기
스마트폰 활용하기
1. 연락처 저장, 검색하기
2. 연락처 그룹 생성하기
3. 문자메시지 보내기
4. 문자메시지에 사진 첨부하여 보내기
스마트폰 활용하기
1.
2.
3.
4.
5.
한글

사진, 동영상 촬영하기
카카오톡 사용하기
이메일 사용하기
인터넷 사용하기
유투브 사용하기
시작하기

1. 한글실행과 종료
2. 한글화면 구성 살펴보기
3. 문단 부호 표시 및 해제하기
4. 편집 용지 설정하기
5. 한글 기본 입력 방법 익히기
6. 입력한 내용 저장하기
7. 저장된 문서 불러오기
한글 2010 시작하기
1. 한글 2010 실행과 종료
2. 한글 2010 화면 구성 살펴보기
3. 문단 부호 표시 및 해제하기
4. 편집 용지 설정하기
5. 한글 기본 입력 방법 익히기
6. 입력한 내용 저장하기
7. 저장된 문서 불러오기
문단꾸미기
1. 문단 정렬하기
2. 문단모양의 테두리와 배경 넣기
3. 줄 간격 넣기
4. 문단 첫 글자 장식하기
5.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지정하기
6. 여백 및 들여쓰기

15차시

16차시

17차시

18차시

19차시

20차시

표 작성하기
1. 표 만들고 내용 입력하기
2. 표 크기 수정 및 셀 나누기와 합치기
3. 표 스타일 수정하기
4. 셀 테두리/배경 사용하여 표 꾸미기
문서마당과 그림 삽입하기
1. 문서마당 사용하기
2. 그림 삽입하기
3. 그리기마당 사용하기
4. 미리보기 및 인쇄하기
파워포인트 시작하기
1. 새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2. 슬라이드 삽입 및 서식
3. 슬라이드, 유인물 및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
4. 슬라이드 구역관리
5. 프레젠테이션 옵션 및 보기변경
6. 프레젠테이션 인쇄구성
7. 슬라이드 쇼 구성 및 보기
텍스트, 도형 그림 삽입 및 서식
1. 텍스트 삽입 및 서식
2. 도형 삽입 및 서식
3. 그림 삽입 및 서식
4. 개체 삽입 및 서식
표, 차트 SmartArt 및 미디어 삽입
1.
2.
3.
4.
전환
1.
2.
3.

표 삽입 및 서식
차트 삽입 및 서식
SmartArt 그래픽 삽입 및 서식
미디어 삽입 및 서식
및 애니메이션
슬라이드 화면 전환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화면전환 및 애니매이션 타이밍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