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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파일 업로드를 통해 학습자를 팀에 매칭하고 팀을 팀 분류에 매칭합니다.

① 강의실 홈-’기타 관리-팀 설정’을 클릭합니다. 

② ‘엑셀 업로드’를 누릅니다. 

③ ‘양식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양식을 내려 받아 ‘팀명’, ‘팀분류명’을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 'organization(학부(과))', 'idnumber(학번)', 'name(이름)'은 자동 등록

group: 팀명 grouping: 팀분류명

※ 팀분류명(grouping)은 생략할 수 있지만, 팀(group)을 팀분류명(grouping)에

수동으로 매칭해야 합니다. 

‘파일 선택’을 클릭하여 저장한 파일 첨부하고 ‘팀 등록하기’를 클릭하여 팀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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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자동 생성을 통해 학습자를 팀에 매칭하고 팀을 팀 분류에 매칭합니다. 

① 강의실 홈-’기타 관리-팀 설정’을 클릭합니다. 

② ‘팀 자동 생성’을 누릅니다. 

③ 팀 자동 생성 화면에서 ‘팀이름 만들기 규칙’ 항목에 와일드 카드 문자를 사용해서

팀명 규칙을 정의합니다. - 팀 @: 팀A, 팀B, 팀C  - 팀 #: 팀1, 팀2, 팀3

④ ‘팀 생성 기준’에서 ‘팀의 수’ 또는 ‘팀별 팀원수’로 팀을 생성할지를 결정합니다.

2개 팀을 만들려면 ‘팀 생성 기준’을 ‘팀의 수’로 선택하고, ‘생성할 팀 또는 팀원 구성원의 수’를

2로 입력합니다.

⑤ 팀원 구성과 관련해서 상세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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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할당을 무작위, 이름순, 학번순으로 할지 선택합니다.

팀원 수로 팀을 나누는 경우에만 활성화 되며, 마지막 팀의
인원이 작게 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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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강좌 내 수업에 여러 개의 팀 활동이 있는 경우, 팀 분류를 통해 팀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팀 분류가 필요 없는 경우 ‘자동 생성 팀의 소속 팀 분류’를 ‘팀 분류 없음’으로 선택합니다.

팀 분류가 필요한 경우는 ‘해당 팀 분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만들어 둔 팀 분류가 없다면 ‘1. 팀 만들기: 팀 분류’를 참고해서 만듭니다.

⑦ 팀 자동 생성 화면 하단의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팀, 팀원, 구성원 수를 확인하신 후,

‘등록’ 버튼을 눌러 자동 팀 생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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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수동 생성을 통해 학습자를 팀에 매칭하고 팀을 팀 분류에 매칭합니다. 

① 강의실 홈-’기타 관리-팀 설정’을 클릭합니다. 

② ‘팀 수동 생성’을 누릅니다.

③ 팀명과 팀 설명을 작성한 후 저장을 클릭하여 팀을 만듭니다. (동일 방법으로 추가 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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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은 ‘팀A’ 또는 ‘팀1’ 등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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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만들어진 팀에 팀원을 추가하기 위해 우측 ‘팀원 지정’을 클릭합니다. 

⑤ 예비 회원 영역에서 팀원으로 추가할 학습자 이름 앞의 십자가를 드래그하여 ‘팀원’ 영역에

끌어다 놓습니다. 만약 팀원으로 이동한 학습자를 삭제하려면 역으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해당 팀에 팀원들을 모두 추가하고, ‘팀으로 돌아감’을 누릅니다.

⑥ ‘구성원 수’ 항목의 ‘보기’를 클릭해서 팀원으로 잘 지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44

팀을 만든 다음, 팀을 수행 활동별로 묶어서 진행하는 경우 팀 분류를 생성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① 강의실 홈-’기타 관리-팀 설정’을 클릭합니다. 

• 팀 분류: 팀의 상위 카테고리, 팀이 수행할 활동을 그룹(팀과제, 팀토론, 조별게시판)화 하여

정합니다.

• 팀: 팀 분류에 속한 각각의 팀입니다.

② ‘팀 분류’ 탭을 클릭한 후 ‘새 팀 분류’를 클릭합니다. 

③ 팀 분류명을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 팀 분류를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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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추가한 팀 분류 우측의 ‘팀 지정’을 클릭합니다.

⑤ 팀원 지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팀이름 앞의 십자가를 드래그 해서 좌측에 끌어다 놓으면

해당 팀 분류 소속으로 지정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