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리얼 온라인 러닝
로그인하기

언리얼 온라인 러닝 로그인하기

01 시작하기

에픽게임즈 계정이 이미 있는 경우
1. learn.unrealengine.com에 로그인합니다.

2. '에픽게임즈로 로그인' 옵션을 선택합니다.

3. 연결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4. 로그인하면 처음 로그인할 때 생성한 에픽 표시명이
오른쪽 상단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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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작하기

에픽게임즈 계정을 생성해야 하는 경우
1. learn.unrealengine.com에 로그인합니다.

2. 페이지 하단의 '가입'을 선택합니다.

3. 가입 페이지에서 '이메일로 가입'을 선택합니다.

4.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need to
to create
create an
an Epic
Epic Games
Games Account
Account
II need
1.
1.
2.
2.

Log in to learn.unrealengine.com.
Log
in bottom
to learn.unrealengine.com.
At the
of the page, select Sign Up
At the bottom of the page, select Sign Up

.
3. In the Sign Up page, select SIGN UP. WITH EMAIL
3. In the Sign Up page, select SIGN UP WITH EMAIL

.
4. Fill in the corresponding dialog boxes.
4. Fill in the corresponding dialog bo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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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irthdate

5. Birthdate

5. 생년월일

6. Your personal data including email address and password for your Epic games account.
Note: This login is to access Epicgames.com and its affiliated pages like
learn.unrealengine.com and is NOT affiliated with your employee login.

6. 에픽게임즈 계정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포함하는 개인 정보입니다.

6. Your personal data including email address and password for your Epic game
Note: This login is to access Epicgames.com and its affiliated pages like
learn.unrealengine.com and is NOT affiliated with your employee login.

참고: 이 로그인은 Epicgames.com 및 learn.
unrealengine.com 등 에픽게임즈와 연결된 페이지에
액세스하기 위한 것이며 직원 로그인과는 무관합니다.
A. 국가
B. 이름
C. 성
D. 표시명: Epicgames.com 생태계 전반에서 사용될 귀하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입력해 주세요.
E. 이메일 주소: 여기서 @epicgames.com 계정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직원 전용 콘텐츠가 필터링됩니다.
F. 이 계정에 사용할 비밀번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E 및 F
단계는 직원 크리덴셜과 관련이 없습니다.
G. 선택 사항입니다.
H. epicgames.com 및 계열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입니다.
체크하세요.

7. 계정을 확인한 뒤 8단계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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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mail Address: here you will use your @epicgames.com account. That way, you
will automatically be filtered for employee only content.
F. Password for this account. Again, Steps E & F are not associated with your
employee credentials.
G. Optional.
언리얼 온라인 러닝 로그인하기
H. Agreement of Terms of Service for epicgames.com and its affiliates. Check this.
7. After verifying your account, continue to step 8.
8. In the next dialog box, select your preferred Language for courses. Then tell about your
Industry, Job Role and Time Zone,

8. 다음 대화 상자에서 선호하는 강좌 언어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업종, 직무, 표준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9. '학습 시작'을 선택하여 온라인 러닝 과정을
시작합니다.

There are no wrong answers.
9. Select START LEARNING to start your journey.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언제든 UOLSupport@epicgames.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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