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KWOO HONG

2016.07.09
hyTN-4TBW

Office Excel® 2013 Expert
Office PowerPoint® 2013
Office Word 2013



SUKWOO HONG

Office Excel® 2013 Expert

2016.07.02
w9FB7-FMRH

Office Excel® 2013 Expert



77-427: MOS: Microsoft Office Excel 2013 Expert Part 1

시험 점수 보고서

신청자:

SUKWOO HONG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8 대우파크힐아파트
101-1402
132708
홍석우
19950411
ID: aeons0000

시험:

77-427: MOS: Microsoft Office Excel 2013
Expert Part 1

시험 참조 번호: 25468933
날짜: 2016-07-02

결과:

필요한 점수

귀하의 점수

0 500 1000

섹션 분석: 정답:

통합 문서 관리 및 공유

사용자 지정 서식과 레이아웃 적용

고급 수식 만들기

고급 차트와 표 만들기

100%

100%

100%

100%

최종 점수:

필요한 점수:

700
귀하의 점수:

1000

요약 정보:

합격

중요! 본인의 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인증 시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www.certiport.com에 로그인하십시오.

Microsoft Office Specialist 자격 증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https://www.microsoft.com/en-us/learning/mos-certification.aspx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승인된 코스웨어를 찾고, 데스크탑 프로그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 자료와
숙련된 실력을 확인시켜 줄 실무 테스트를 찾으려면
https://www.microsoft.com/en-us/learning/mos-certification.aspx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77-428: MOS: Microsoft Office Excel 2013 Expert Part 2

시험 점수 보고서

신청자:

SUKWOO HONG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8 대우파크힐아파트
101-1402
132708
홍석우
19950411
ID: aeons0000

시험:

77-428: MOS: Microsoft Office Excel 2013
Expert Part 2

시험 참조 번호: 25469057
날짜: 2016-07-02

결과:

필요한 점수

귀하의 점수

0 500 1000

섹션 분석: 정답:

통합 문서 관리 및 공유

사용자 지정 서식과 레이아웃 적용

고급 수식 만들기

고급 차트와 표 만들기

100%

75%

100%

100%

최종 점수:

필요한 점수:

700
귀하의 점수:

925

요약 정보:

합격

중요! 본인의 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인증 시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www.certiport.com에 로그인하십시오.

Microsoft Office Specialist 자격 증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https://www.microsoft.com/en-us/learning/mos-certification.aspx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승인된 코스웨어를 찾고, 데스크탑 프로그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 자료와
숙련된 실력을 확인시켜 줄 실무 테스트를 찾으려면
https://www.microsoft.com/en-us/learning/mos-certification.aspx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SUKWOO HONG

Office PowerPoint® 2013

2016.07.05
4PTV-XLpw

Office Excel® 2013 Expert
Office PowerPoint® 2013



77-422: MOS: Microsoft Office PowerPoint 2013

시험 점수 보고서

신청자:

SUKWOO HONG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8 대우파크힐아파트
101-1402
132708
홍석우
19950411
ID: aeons0000

시험:

77-422: MOS: Microsoft Office PowerPoint 2013

시험 참조 번호: 25475429
날짜: 2016-07-05

결과:

필요한 점수

귀하의 점수

0 500 1000

섹션 분석: 정답:

프리젠테이션 만들기 및 관리

도형 및 슬라이드 삽입과 서식 설정

슬라이드 내용 만들기

전환과 애니메이션 적용

여러 프리젠테이션 관리

100%

83%

100%

100%

100%

최종 점수:

필요한 점수:

700
귀하의 점수:

982

요약 정보:

합격

중요! 본인의 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인증 시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www.certiport.com에 로그인하십시오.

Microsoft Office Specialist 자격 증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https://www.microsoft.com/en-us/learning/mos-certification.aspx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승인된 코스웨어를 찾고, 데스크탑 프로그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 자료와
숙련된 실력을 확인시켜 줄 실무 테스트를 찾으려면
https://www.microsoft.com/en-us/learning/mos-certification.aspx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SUKWOO HONG

Office Word 2013

2016.07.09
w9F76-FMR8

Office Excel® 2013 Expert
Office PowerPoint® 2013
Office Word 2013



77-418: MOS: Microsoft Office Word 2013

시험 점수 보고서

신청자:

SUKWOO HONG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8 대우파크힐아파트
101-1402
132708
홍석우
19950411
ID: aeons0000

시험:

77-418: MOS: Microsoft Office Word 2013

시험 참조 번호: 25493995
날짜: 2016-07-09

결과:

필요한 점수

귀하의 점수

0 500 1000

섹션 분석: 정답:

문서 만들기 및 관리

텍스트- 단락 및 섹션 서식 설정

표와 목록 만들기

참조 적용

개체 삽입 및 서식 설정

92%

63%

100%

100%

100%

최종 점수:

필요한 점수:

700
귀하의 점수:

925

요약 정보:

합격

중요! 본인의 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인증 시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www.certiport.com에 로그인하십시오.

Microsoft Office Specialist 자격 증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https://www.microsoft.com/en-us/learning/mos-certification.aspx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승인된 코스웨어를 찾고, 데스크탑 프로그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 자료와
숙련된 실력을 확인시켜 줄 실무 테스트를 찾으려면
https://www.microsoft.com/en-us/learning/mos-certification.aspx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