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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 세종대 두드림 비교과 프로그램

이런 것도
된다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2021-2 PPT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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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개

이란?

▶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대학생활 선진화를 위하여

자기경영, 학습전략, 맞춤 수강전략, 매체활용을 주제로

다양한 특강을 진행하는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

▶ 매 학기 엑셀, PPT, 구글 활용법 등 여러 종류의 특강이

진행되고 있으며 두드림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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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계기

더잘 할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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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PPT를 사용해 발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PPT가 워낙 친숙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사용방법이야 알고 있었지만 사용하는 도구들이

한정되어 있었고 PPT제작과정에서 원하는 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었다. 이번 PPT특강을 통해

그동안 사용할 줄 몰랐던 여러 기능들을 배우고 활용해서

이전보다 더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바램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1학기에 참여한 엑셀 특강이 유익했던 기억도 참여에

영향을 주었다.



프로그램 내용

배울까?

필수 단축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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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

배울까?

아는 것부터 모르는 것들까지!파워포인트의 모든 것을

기본편 2시간 + 심화편 2시간 총 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전부 다 배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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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취소 최대횟수변경 단락크기변경
글머리기호 ,번호매기기적용/미적용
한글단어잘림해제 모핑 도형병합
인포그래픽 그리기설정 사진편집 …



참여 소감

무엇이 졌을까?

PPT 제작 시마다 매번 버벅이거나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을

이번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단축키와 새로운 기능들을 통해

제작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PPT 

템플릿을 직접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다운받은 템플릿을

원하는 대로 수정하는 것 역시 간편해졌다. 그리고 단순히

발표용 뿐만 아니라 카드뉴스, 포스터, 동영상 제작 등에도

파워포인트를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후기 역시 특강에서 배운 기능을 이용해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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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소감

어떤 이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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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간 스트리밍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다시보기가 제공되어 복습할 수 있다.

댓글로 강사님과소통가능

2. 좋은 강사님

댓글로 바로바로 소통해주시고 질문에도 빠르게 답변해주신다.

파이팅 넘치고 센스 있으신 강사님 덕분에 강의 내내 지루하지

않고 시간이 아쉬울 만큼 빠르게 지나간다.

PPT 외에도 다른 곳에 유용한 팁을 알려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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