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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편-서비스 이해] 

타이틀을 Ctrl+클릭하여 영상 전체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1.1. 팀즈 서비스 및 UI 소개 

Teams란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협업 도구입니다. 협업을 할 때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됩

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현재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써 이메일, 전화,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습니

다. Teams는 이메일로 하는 문서공유, 유선으로 하는 음성통화, 채팅으로 하는 메신저의 기능을 모

두 아우르는 업무용 협업 툴입니다.   

영상을 통해 팀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trl을 누른 상태로 해당 영상 타이틀 또는 해당 시간대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https://youtu.be/PjiUwbIBY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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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즈 소개 (영상으로 따라 하기) 

2:28 서비스 컨셉 이해  

3:11 팀즈 아키텍쳐  

5:06 팀즈 UI 소개  

6:57 MS 팀즈 장점 

 
 

2. [실전편-사용자 관점] 

타이틀을 Ctrl+클릭하여 영상 전체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2.1. 팀즈 설치하고 로그인하기 (메뉴얼 따라 하기) 

팀즈 설치와 로그인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① 먼저, Teams 설치를 위해 https://products.office.com/ko-kr/microsoft-teams/group-chat-

software 로 접속합니다. 접속 후 스크롤을 내려 [Teams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Teams 를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https://youtu.be/PjiUwbIBYgo
https://www.youtube.com/watch?v=PjiUwbIBYgo&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7&t=148s
https://www.youtube.com/watch?v=PjiUwbIBYgo&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7&t=191s
https://www.youtube.com/watch?v=PjiUwbIBYgo&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7&t=306s
https://www.youtube.com/watch?v=PjiUwbIBYgo&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7&t=417s
https://blog.naver.com/gowit_sps/221621397594
https://blog.naver.com/gowit_sps/22162139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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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eams 다운로드 후 설치를 완료하고 Teams 를 실행합니다. Teams 를 실행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며, 계정 정보를 입력하는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계정 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비밀번호 입력을 완료하면 Teams 가 실행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0 GOWIT All rights reserved. 

 

6 Microsoft Teams 관리자 및 사용자 가이드 

 

2.2. 일대일 채팅, 그룹채팅 (메뉴얼 따라 하기) 

팀원과의 1:1 채팅 및 여러 명과의 그룹채팅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Teams)에서는 팀원과 일대일로 대화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을 추가하여 

그룹채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100 명의 구성원과 그룹으로 채팅 할 수 있어 여러 명의 

팀원과 그룹대화가 가능합니다. 채팅을 하면서 팀원과 파일을 주고받거나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팀즈(Teams) 일대일 채팅 

① 좌측 채팅 메뉴를 클릭하면 상단 검색바에 대화를 진행할 상대의 이름이나 그룹을 검색하여 

대화 상대를 추가합니다. 

 
아래의 화면과 같이 검색한 상대방의 일대일 채팅방에 열립니다. 

 

https://blog.naver.com/gowit_sps/22164986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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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즈(Teams) 그룹 채팅 

그룹 채팅을 추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대화를 나누던 팀원과 대화 창에서 

팀원을 추가하여 그룹 채팅을 하는 방법과 새로운 채팅방을 열어 그룹 채팅에 참여할 구성원을 

모두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두 새로운 채팅 대화방이 열리는 특징은 동일합니다.) 

먼저, 기존에 대화를 나누던 팀원과의 대화창에서 팀원을 추가하여 그룹 채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① 대화 상대의 이름을 검색하여 대화 창이 생성되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팀원의 이름을 검색합니다. 추가할 대화 상대가 화면에 나타나면 해당 구성원을 

클릭하여 그룹 채팅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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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채팅방이 생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채팅방을 열어 그룹 채팅에 참여할 구성원을 모두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① 좌측 메뉴에 [채팅] 선택 후 오른쪽 클릭을 하고 [새 채팅]을 클릭합니다. 

아래의 화면과 같이 검색한 상대방의 일대일 채팅방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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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상 란에 그룹 채팅을 위한 상대들의 이름을 검색하여 한 명씩 추가해 줍니다. 

  

 

 

해당 팀원들을 위한 그룹채팅 방이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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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팀 대화하기 (영상으로 따라 하기) 

팀 채널에서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18 팀 대화 회신, 메모 리뷰 

 

2.4. 문서 미리보기 또는 공동편집 하면서 팀 대화하기 (메뉴얼 따라 하기) 

팀 대화로 공유하였던 문서를 공동편집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① 먼저 문서 미리보기 또는 공동편집을 진행할 파일을 선택하여 실행합니다. 

 

  

https://youtu.be/ih3_5AmT_h4
https://www.youtube.com/watch?v=ih3_5AmT_h4&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3&t=78s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wit_sps&logNo=221526341382&categoryNo=7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from=postList&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20&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wit_sps&logNo=221526341382&categoryNo=7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from=postList&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20&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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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일은 미리보기 또는 편집 상태로 실행할 수 있으며, 실행하고자 하는 파일을 실행 후 우측 

상단의 대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③ 대화 아이콘을 클릭하면 우측 화면에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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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성된 대화창을 통해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은 파일을 닫아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⑤ 대화창을 통해 오간 대화 내용은 팀[대화] 탭에 최신화되며 파일과 함께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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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문서 공유 및 공동편집하기 (영상으로 따라 하기) 

문서를 공유하고 공동편집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0:42 팀 대화하기 (멘션 @이름) 

1:18 문서 공유하기 (파일 업로드하기)  

1:43 그룹 회의하기 (모임 시작)  

2:07 문서 공동 편집하기 (팀 대화하기 & 편집) 

2.6. 업무용 화상회의 (영상으로 따라 하기) 

팀즈를 활용한 화상회의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음은 팀즈 화상회의를 위한 모임 예약 화면입니다. 

 

1:49 온라인 회의 (모임) 예약하기 

온라인 화상회의 (모임) 옵션 설정하기 (가이드 따라하기) 

3:33 온라인 회의 참가하기  

3:56 온라인 회의 녹화하기  

4:40 온라인 회의 시 배경 흐리게 하기  

5:03 온라인 회의 시 화면 공유하기  

5:25 온라인 회의 시 회의록 작성하기  

https://youtu.be/zKqVUwhlMUQ
https://youtu.be/zKqVUwhlMUQ
https://www.youtube.com/watch?v=zKqVUwhlMUQ&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6&t=42s
https://www.youtube.com/watch?v=zKqVUwhlMUQ&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6&t=78s
https://www.youtube.com/watch?v=zKqVUwhlMUQ&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6&t=103s
https://www.youtube.com/watch?v=zKqVUwhlMUQ&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6&t=127s
https://youtu.be/n5EaBxGFgCk
https://www.youtube.com/watch?v=n5EaBxGFgCk&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4&t=109s
https://blog.naver.com/gowit_sps/221926900005
https://www.youtube.com/watch?v=n5EaBxGFgCk&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4&t=213s
https://www.youtube.com/watch?v=n5EaBxGFgCk&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4&t=236s
https://www.youtube.com/watch?v=n5EaBxGFgCk&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4&t=280s
https://www.youtube.com/watch?v=n5EaBxGFgCk&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4&t=303s
https://www.youtube.com/watch?v=n5EaBxGFgCk&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4&t=32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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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녹화한 영상 확인 및 공유하기 

 

2.6.1. 화상회의에 구성원 추가하기 (메뉴얼 따라 하기) 

화상회의에 구성원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음 화면은 구성원 추가를 위한 화면입니다. 팀을 생성한 이후에도 팀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습

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5EaBxGFgCk&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4&t=444s
https://blog.naver.com/gowit_sps/2212878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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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화상회의 녹화하기 (메뉴얼 따라 하기) 

화상회의를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영상 회의 시 […]버튼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2.6.3. 화상회의 화면 공유하기 (메뉴얼 따라 하기) 

화상회의 시 화면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화상회의에 입장하면 사진의 버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 공유를 활성화합니다. 

 

https://blog.naver.com/gowit_sps/221514944084
https://blog.naver.com/gowit_sps/221292211163
https://blog.naver.com/gowit_sps/22129221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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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화상회의 시 뒷배경 흐리게 하기 (메뉴얼 따라 하기) 

화상회의 시 주변 배경을 가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회사가 아닌 외부에서 화상회의를 사

용 중일 경우 주변 배경들이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6.5. 게스트 (외부사용자) 추가하기 (메뉴얼 따라 하기) 

화상회의에 조직 외부 인원을 게스트로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외부와 협업 시 외부 

인원을 게스트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gowit_sps/221509335289
https://blog.naver.com/gowit_sps/22141148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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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전편-관리자 관점] 

팀즈 설치와 로그인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3.1. 팀즈 설치하고 로그인하기 (메뉴얼 따라 하기) 

① 먼저, Teams 설치를 위해 https://products.office.com/ko-kr/microsoft-teams/group-chat-

software 로 접속합니다. 접속 후 스크롤을 내려 [Teams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Teams 를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② Teams 다운로드 후 설치를 완료하고 Teams 를 실행합니다. Teams 를 실행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며, 계정 정보를 입력하는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계정 정보를 입력합니다. 

 

  

https://blog.naver.com/gowit_sps/221621397594
https://products.office.com/ko-kr/microsoft-teams/group-chat-software
https://products.office.com/ko-kr/microsoft-teams/group-chat-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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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밀번호 입력을 완료하면 Teams 가 실행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팀 생성하기 (영상으로 따라 하기) 

팀즈에서 팀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01 팀 만들기 (비공개로 팀 생성하기)  

1:55 팀 만들기 (공개로 팀 생성하기) 

2:33 기존 Office 365 그룹을 활용해 팀 만들기 

4:13 기존 팀을 활용해 팀 만들기 (팀 복제하기) 

 

3.3. 채널 및 탭 구성하기 (영상으로 따라 하기) 

팀 하위 채널을 생성하고 채널 별 탭 구성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08 채널 만들기  

2:49 탭 추가하기 

  

https://youtu.be/rUlLcinOr-8
https://www.youtube.com/watch?v=rUlLcinOr-8&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8&t=61s
https://www.youtube.com/watch?v=rUlLcinOr-8&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8&t=115s
https://www.youtube.com/watch?v=rUlLcinOr-8&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8&t=153s
https://www.youtube.com/watch?v=rUlLcinOr-8&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8&t=253s
https://youtu.be/dEqxPyEryGQ
https://www.youtube.com/watch?v=dEqxPyEryGQ&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13&t=68s
https://www.youtube.com/watch?v=dEqxPyEryGQ&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13&t=16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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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구성원 관리 (영상으로 따라 하기) 

팀 관리자의 권한과 기능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0:30 팀즈 3가지 역할  

0:43 팀 소유자와 팀원의 권한 

1:33 팀 관리하기 

2:18 멤버 추가 및 삭제 (구성원 추가 및 삭제) 

3:44 구성원의 권한 설정  

4:44 게스트 추가하기 (외부 사용자 초대 및 게스트 권한) 

5:52 팀 편집 및 삭제하기 

 

3.5. 일반 환경 세팅 (영상으로 따라 하기) 

0:17 팀 관리 설명 

2:46 팀 관리하기 (팀 추가 및 삭제) 

5:33 조직 전체 설정 (외부 액세스, 게스트 액세스, Teams 설정) 

 

3.6. 메시지 앱 정책 설정 (영상으로 따라 하기) 

팀즈 메시지 및 앱 정책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1:07 관리센터 접속하기 

1:45 팀즈 메시징 정책 들어가기 

2:39 메시지 삭제, 편집 기능 설정하기 

3:02 채팅 기능 설정하기 

3:16 기피, 밈, 스티커 사용 설정하기 

3:35 URL 미리보기 설정하기 

3:51 메시지 번역 기능 설정하기 

4:13 몰입형 리더 기능 설정하기 

4:32 긴급 메시지 보내기 기능 설정하기 

4:55 음성 메시지 만들기 및 즐겨 찾기 채널 표시 기능 설정하기 

5:09 그룹 채팅 사용자 제거 기능 설정하기 

5:30 특정 사용자에게 메시징 정책 적용하기 

https://youtu.be/H8DU2eKl_d0
https://www.youtube.com/watch?v=H8DU2eKl_d0&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5&t=30s
https://www.youtube.com/watch?v=H8DU2eKl_d0&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5&t=43s
https://www.youtube.com/watch?v=H8DU2eKl_d0&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5&t=93s
https://www.youtube.com/watch?v=H8DU2eKl_d0&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5&t=138s
https://www.youtube.com/watch?v=H8DU2eKl_d0&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5&t=224s
https://www.youtube.com/watch?v=H8DU2eKl_d0&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5&t=284s
https://www.youtube.com/watch?v=H8DU2eKl_d0&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5&t=352s
https://youtu.be/H8DU2eKl_d0
https://www.youtube.com/watch?v=CdQrAZZknoU&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11&t=17s
https://www.youtube.com/watch?v=CdQrAZZknoU&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11&t=166s
https://www.youtube.com/watch?v=CdQrAZZknoU&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11&t=333s
https://youtu.be/ZiKS_eWinBM
https://www.youtube.com/watch?v=ZiKS_eWinBM&t=67s
https://www.youtube.com/watch?v=ZiKS_eWinBM&t=105s
https://www.youtube.com/watch?v=ZiKS_eWinBM&t=159s
https://www.youtube.com/watch?v=ZiKS_eWinBM&t=182s
https://www.youtube.com/watch?v=ZiKS_eWinBM&t=196s
https://www.youtube.com/watch?v=ZiKS_eWinBM&t=215s
https://www.youtube.com/watch?v=ZiKS_eWinBM&t=231s
https://www.youtube.com/watch?v=ZiKS_eWinBM&t=253s
https://www.youtube.com/watch?v=ZiKS_eWinBM&t=272s
https://www.youtube.com/watch?v=ZiKS_eWinBM&t=295s
https://www.youtube.com/watch?v=ZiKS_eWinBM&t=309s
https://www.youtube.com/watch?v=ZiKS_eWinBM&t=3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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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조직 전체에 메시징 정책 적용하기 

6:04 앱 정책 설정하기 

 

3.7. 팀즈 사용 보고서 (영상으로 따라 하기) 

조직원의 팀즈 사용에 대한 이력들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0:30 사용보고서 활용 방안 

1:12 사용보고서 활용 예시 1 

2:14 사용보고서 활용 예시 2 

2:56 관리센터 접속하기 

4:43 사용보고서 데이터 해석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ZiKS_eWinBM&t=350s
https://www.youtube.com/watch?v=ZiKS_eWinBM&t=364s
https://www.youtube.com/watch?v=LH8OiU6maDI&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9
https://www.youtube.com/watch?v=LH8OiU6maDI&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9&t=30s
https://www.youtube.com/watch?v=LH8OiU6maDI&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9&t=72s
https://www.youtube.com/watch?v=LH8OiU6maDI&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9&t=134s
https://www.youtube.com/watch?v=LH8OiU6maDI&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9&t=176s
https://www.youtube.com/watch?v=LH8OiU6maDI&list=PLytK5ujW6P8AkWU2DzWHEKagHfHaj_LDV&index=9&t=283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