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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the Computer and Managing files

Ⅱ. 컴퓨터 활용 및 파일 관리 - 실라버스

모듈 2 컴퓨터 사용 및 파일 관리는 수험생에게 개인용 컴퓨터를 실행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수험생은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메인 컴퓨터 설정 값의 조정 및 내장 도움말 기능의 사용을 포함하여 운영체제의 주요
특성을 사용 한다.
•컴퓨터 바탕화면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고 그래픽 사용자 환경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킨다.
•파일관리의 주요 개념에 관해 알아야 하며 파일과 폴더를 쉽게 식별하고 찾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큰 파일들을 압축/해제하고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운영체제 안에서 가용한 간단한 텍스트 편집 및 인쇄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모듈 2 컴퓨터 사용 및 파일 관리에 대한 요약으로서, 이 모듈에서 이론과 실제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다.

• 실라버스 지식 항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ICDL Syllabusv5_Korean_2008.pdf 를 참고 하십시오.

• icdl 실라버스는 IT 전문가들의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버젼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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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컴퓨터 활용 및 파일 관리 - 샘플문제

3.  다음 중 폴더를 나타내는 아이콘은 어느 것인가? answerfile(제공된 Q3 공란)에
해답을 기록한다. [1 점]

12. 다음 아이콘 중 My Music 폴더로의 바로가기를 나타내는 것은? answerfile 
(제공된 Q12 공란)에 해답을 기록한다. [1 점]

~

3번~12번 문제를 풀고 난 뒤 answerfile.doc의 각 해당하는 공란에 답안을 입력하고
저장한다. 문제3-12

• 이론문제를 풀고 answerfile.doc에 답안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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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컴퓨터 활용 및 파일 관리 - 샘플문제

①

운영 체제 도움말 기능을 사용하여 시작 메뉴에 관한 정보를 찾습니다. answerfile에
제공된 Q13의 공란에 시작 메뉴 개요에 관한 내용의 앞 두 문장을 입력한다. [2 점]문제 13

• 시작->도움말 및 지원을 클릭 합니다.

• 검색 창에 시작메뉴를 입력하고 검색된 내용을 복사하여 답안파일에 붙여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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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컴퓨터 활용 및 파일 관리 - 샘플문제

문제 14

• 바로 가기 메뉴->보기->자세히를 클릭합니다.

workfile 폴더에서 해당 폴더와 파일을 표시하여 이름, 크기, 종류 및 수정한 날짜를 보여준다. 
파일을 정렬시켜 가장 최근에 수정한 파일이 목록의 맨 위에 표시되도록 한다. [2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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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컴퓨터 활용 및 파일 관리 - 샘플문제

workfile 폴더에서 해당 폴더와 파일을 표시하여 이름, 크기, 종류 및 수정한 날짜를 보여준다. 
파일을 정렬시켜 가장 최근에 수정한 파일이 목록의 맨 위에 표시되도록 한다. [2 점]문제 14

• 바로 가기 메뉴->아이콘 정렬 순서->수정한 날짜를 클릭합니다.

• Tip “수정한 날짜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될 경우는 19번 슬라이드의 작업을 한번 더 반복하여 실행하고,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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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수정된 3개의 파일을 선택한다. [1 점]

• 15번 문제는 14번 문제와 연결된 작업입니다.

• 수정한 날짜를 확인하고 3개의 파일을 선택합니다.

Ⅱ. 컴퓨터 활용 및 파일 관리 - 샘플문제

문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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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파일을 보여주는 화면 이미지를 캡쳐하여 answerfile의 두 번째 페이지에 붙여
넣는다. answerfile을 저장한다. [2 점]

• 16번 문제는 15번 문제와 연결된 작업입니다.
• 수정한 날짜를 확인하고 3개의 파일을 선택한 상태에서 Print Screen 키를 누릅니다.
• 클립보드에 자동으로 화면이 복사가 되어 있으며 answerfile.doc의 2페이지에 붙여넣기(Ctrl+v)를 합니다.

Ⅱ. 컴퓨터 활용 및 파일 관리 - 샘플문제

문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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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ile 폴더에서 Planets 폴더를 찾아내어 아래의 그림이 제시하는 대로 하위 폴더
구조를 생성한다. [2 점]

Ⅱ. 컴퓨터 활용 및 파일 관리 - 샘플문제

문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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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ile 폴더에서 Planets 폴더를 찾아내어 아래의 그림이 제시하는 대로 하위 폴더
구조를 생성한다. [2 점]

• 예1) zip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면 파일->새 폴더 또는 바로 가기 메뉴->새 폴더를 선택하면 새로운 폴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Ⅱ. 컴퓨터 활용 및 파일 관리 - 샘플문제

문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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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ile 폴더에서 Planets 폴더를 찾아내어 아래의 그림이 제시하는 대로 하위 폴더
구조를 생성한다. [2 점]

• 예2) 오른쪽 버튼->새로 만들기->폴더를 선택하면 새로운 폴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Ⅱ. 컴퓨터 활용 및 파일 관리 - 샘플문제

문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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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ile 폴더에서 helpctx.doc 파일을 찾아내어 userlist.doc로 이름을

변경한다. [1 점]

• 검색을 클릭합니다.

• 검색 도우미에서 모든 파일 및 폴더 선택합니다.

• 검색 하려는 파일명 helpctx.doc 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Ⅱ. 컴퓨터 활용 및 파일 관리 - 샘플문제

문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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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ile 폴더에서 helpctx.doc 파일을 찾아내어 userlist.doc로 이름을

변경한다. [1 점]

• 검색 결과에 helpctx.doc 가 나타납니다.

• 마우스 오른쪽 버튼 또는 F2를 눌러서 이름 바꾸기를 합니다.

Ⅱ. 컴퓨터 활용 및 파일 관리 - 샘플문제

문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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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ile 폴더에서 helpctx.doc 파일을 찾아내어 userlist.doc로 이름을

변경한다. [1 점]

• 파일명이 userlist.doc 로 변경 된 것을 확인합니다.

Ⅱ. 컴퓨터 활용 및 파일 관리 - 샘플문제

문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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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ce.doc 파일을 삭제한다. [1 점]

• Provence.doc 파일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납니다.

• 삭제를 클릭하고 휴지통에 버리기 하면 됩니다.

• 또는 Provence.doc 파일을 선택한 후 Del키를 누릅니다.

Ⅱ. 컴퓨터 활용 및 파일 관리 - 샘플문제

문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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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 quiz.doc 파일을 Earth 하위 폴더로 복사한다. [1 점]

• earth quiz.doc 파일을 선택하여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바로 가기 메뉴에서 복사(ctrl+C)를 클릭합니다.

• Earth 폴더 안에 복사한 earth quiz.doc 파일을 붙여 넣기(Ctrl+v) 합니다. 

Ⅱ. 컴퓨터 활용 및 파일 관리 - 샘플문제

문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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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이 있는 텍스트 형식(.rtf) 파일들을 Earth 하위 폴더로 이동시킨다. [1 점]

• *.rtf 파일을 선택하여 바로 가기 메뉴에서 잘라내기(Ctrl+x)합니다.

• Earth 폴더안에 잘라낸 *.rtf 파일을 붙여넣기(Ctrl+v)합니다.

Ⅱ. 컴퓨터 활용 및 파일 관리 - 샘플문제

문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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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ile 폴더에 포함된 파일(하위 폴더에 있는 파일 포함)의 개수를 센다. answerfile 
(제공된 Q22 공란)에 해답을 기입한다. [2 점]

• 바로 가기 메뉴에서 속성을 클릭합니다.

• Workfile 폴더의 등록정보 화면에서 파일 갯수를 확인하시고 answerfile.doc 문서 21번 공란에 입력합니다. 

Ⅱ. 컴퓨터 활용 및 파일 관리 - 샘플문제

문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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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workfile 폴더(하위 폴더 포함)에 있는 모든 파일을 검색하여
찾아낸 파일 개수를 answerfile (제공된 Q23 공란)에 기입한다. [2 점]

• 상단의 검색을 클릭합니다.

• 파일 이름 검색창에 fa*.*을 입력합니다.

• 아래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Ⅱ. 컴퓨터 활용 및 파일 관리 - 샘플문제

문제 23

• fa로 시작하는 3개의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nswerfile.doc 파일의 23번 공란에 답안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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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file 한 부를 파일로 인쇄(answerfile.prn)한다. answerfile을 저장하고

닫는다.  [1 점]

• answerfile을 열고 파일->인쇄 를 클릭합니다.

• 인쇄 화면에서 파일로 인쇄에 체크표시를 하고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Ⅱ. 컴퓨터 활용 및 파일 관리 - 샘플문제

문제 24



Using the Computer and Managing files

answerfile 한 부를 파일로 인쇄(answerfile.prn)한다. answerfile을 저장하고

닫는다.  [1 점]

• 파일 이름 창에 answerfile.prn을 입력하고 저장위치가 답안파일 (M1-수험번호-홍길동)폴더인지 확인한 후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 답안파일(M2-수험번호-홍길동) 폴더에 answerfile.prn 파일이 있는지 확인 합니다.

Ⅱ. 컴퓨터 활용 및 파일 관리 - 샘플문제

문제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