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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마당으로 원하는 문서 간단하게 만들기

문서를 처음만들 때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서식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서식을 만드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막상 만든 

서식도 마음에 들지 않을때가 많죠.

이럴 때 사용할수 있는 것이 한글문서의 [문서마당] 입니다. 문서마당

에는 많이 쓰이는 서식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문서마당 꾸러미 종류

가정 문서, 가족신문 문서, 건설 문서, 건축 문서, 결혼 문서, 경영 

문서, 계약 문서, 광고지 문서, 구매 문서, 글씨 쓰기 문서, 다이어리 

문서, 달력 문서, 도로교통 문서, 도시 문서, 라벨 문서, 명함 문서, 

무역문서, 받아쓰기 문서, 병무 문서, 보건 문서, 사무 문서, 사회 복

지, 생활 문서, 선생님 문서, 세무 문서, 업무 문서, 엽서 문서, 원고

지 문서, 인사 문서, 일기 문서, 일정관리 문서, 정화 문서, 제품 문

서, 조경 문서, 종교 문서, 주소록 문서, 주택 문서, 지방/축문 문서, 

지적 문서, 초대장 문서, 팩스용지 문서, 편지지 문서, 프레젠테이션 

문서, 학교 문서, 학생 문서, 환경 문서, 회계 문서 등 다양한 서식이 

있습니다.

[문서마당]은 다양한 서식 파일을 제공하고 있어 처음 사용하는 사용

자라도 [문서마당]을 이용하면 문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

하여 멋진 문서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마당을 이용하여 원하는 문서를 간단하게 만들어보는 방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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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만들기

  가. [파일]-[새 문서]-[문서마당]을 실행합니다. (단축키: ++)

  나. [문서마당] 대화 상자에서 <문서마당 꾸러미>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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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하는 서식 파일을 선택하여 문서를 작성합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다양한 종류의 서식 파일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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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서마당의 기능

  가. 문서마당에는 <최근 이용한 문서마당>, <문서마당 꾸러미>, 

<서식 파일 찾기> 3가지의 탭이 있습니다. 

    1) <최근 이용한 문서마당> 은 최근에 이용한 문서마당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2) <서식 파일 찾기>는 다양한 서식을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력서”로 검색하면 관련 서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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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마당 사용자 정보

  가. 문서마당은 [환경 설정]-<사용자 정보>의 내용을 자동으로 표시

합니다.

  나. [문서마당] 기능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문서마당을 이용

하기 전에 [도구]-[환경 설정]을 실행해 <사용자 정보> 탭의 각 

항목을 정확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