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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팀 프로젝트 

6.1 그룹 추가하기 

6.2 자가 등록 그룹 만들기 

6.3 자가 등록 그룹 학생 화면 확인하기 

6.4 지정 등록 그룹 만들기 



6.1 그룹 추가하기 

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온라인상에서 그룹별로 활동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룹 내 공간에서

는 그룹 활동을 촉진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룹 전체의 활동 뿐 아

니라 각 학생별 참여도를 모니터링 하고 그룹 과제를 완성해나가는 과정이 투명하게 보여집니다. 

 

[팀 프로젝트 >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개별 그룹 생성 : 그룹을 하나씩 생성합니다. 

• 그룹 세트 생성 : 한번에 여러 개의 그룹을 생성합니다. 그룹 세트로 그룹을 생성하면 

그룹들을 한번에 수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자가 등록 : 학습자 스스로 그룹을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 지정 등록 : 교수자가 그룹의 멤버를 지정하여 등록합니다.  

• 무작위 등록 : 교수자가 한 그룹당 멤버의 수나 그룹의 수를 설정하면 블랙보드가 임의

로 그룹 멤버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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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자가 등록 그룹 만들기 

[자가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룹 세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룹 세트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그룹을 학생에게 공개할지 선택합니다. [목록에만 표시]를 선택하면 학생은 팀 프로젝트 메뉴에

서 해당 그룹을 볼 수는 있지만 등록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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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자가 등록 그룹 만들기 

그룹 내에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합니다. 

해당 그룹 도구를 평가 도구로 사용하려면 성적 옵션을 선택하고 배점을 입력합니다. 

토론 도구 내에서 학생이 새로운 토론방(포럼)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지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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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자가 등록 그룹 만들기 

그룹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룹에 대한 지시사항을 입력합니다. 

하나의 그룹에 등록될 학생의 최대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학생들이 그룹을 선택할 때 해당 그룹에 이미 등록된 학생 목록을 볼 수 있게 할 것인지 선택합니

다. 

체크하지 않으면 학생은 팀 프로젝트 메뉴에서 그룹을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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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자가 등록 그룹 만들기 

생성할 그룹의 개수를 입력합니다. 

체크하면 성적관리센터에 그룹별 메뉴를 생성합니다. 

클릭하면 그룹 생성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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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자가 등록 그룹 학생 화면 확인하기 

자가 등록 그룹을 만들어 놓은 경우 학생에게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학생이 원하는 그룹을 선택하여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그룹에 등록합니다. 

       교수자가 [구성원 보기 허용] 옵션에 체크했다

면 이미 등록된 다른 사용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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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정 등록 그룹 만들기 

[지정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룹 세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룹 세트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그룹을 학생에게 공개할지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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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정 등록 그룹 만들기 

그룹 내에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합니다. 

해당 그룹 도구를 평가 도구로 사용하려면 성적 옵션을 선택하고 배점을 입력합니다. 

토론 도구 내에서 학생이 새로운 토론방(포럼)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지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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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정 등록 그룹 만들기 

생성할 그룹의 개수를 입력합니다. 

체크하면 성적관리센터에 그룹별 메뉴를 생성합니다. 

클릭하면 그룹에 구성원을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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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정 등록 그룹 만들기 

학생들을 그룹에 지정할 때 다른 그룹에 이미 등록한 학생 목록을 볼 수 있게 할 것인지 선택합니

다. 

그룹 구성원을 무작위로 다시 배정합니다. 

앞에서 입력한 그룹의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그룹에 구성원을 추가합니다. 해당 코스에 등록된 모든 사용자 목록을 확인 할 수 있고, 해

당 그룹에 추가할 구성원을 선택합니다. 

해당 그룹을 삭제합니다. 

클릭하면 그룹 생성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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