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런 회원가입] (1 /3)

www.dolearn.ai 로 접속합니다.

① 상단 우측의 [회원가입]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유튜브 회원’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③ [유튜브 채널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Goolge 계정으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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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learn.ai/


[두런 회원가입] (2 /3)

④ 유튜브와 연결된 계정을 선택해주세요

⑤ ‘YouTube 계정보기’를 선택해주세요. 

⑥ [계속]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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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런에 제공 중인 영상이 없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며 ‘일반 회원’으로

가입 부탁드립니다.



[두런 회원가입] (2 /3)

회원가입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⑦ 관심이 있는 교육 분야를 선택하고 별점을

매겨주시면 회원의 학습 취향에 딱 맞는

강좌와 영상을 추천 드립니다.

⑧ [설정완료] 버튼을 누르고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1

2



[두런 로그인]

회원가입을 완료했다면 로그인을 통해 두런

서비스를 이용해 볼까요?

① 상단 우측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로그인 화면에서 ‘유튜브 회원’을

선택하세요.

③ [구글로 로그인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Google 계정으로 로그인’ 창에서

회원가입 했던 계정을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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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화면 구성]

① 미니프로필을 통해 마이페이지의 주요

페이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② 영상관리 및 학습관리 현황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대시보드 입니다.

③ 두런에서 강좌에 사용된 내 영상 입니다.

④ [영상 바로보기]는 영상 정보를 확인하고

학습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연관 강좌보기]는 해당 영상이 포함된

강좌 목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 바로보기]를 클릭하고 영상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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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듀] ADsP 2과목 분석…

데이터에듀 조회수 575회

[데이터에듀] ADsP 2과목 분석…

데이터에듀 조회수 812회

[데이터에듀] ADsP 1과목 데이…

데이터에듀 조회수 608회

[데이터에듀] ADsP 1과목 데이…

데이터에듀 조회수 526회

강좌에포함된내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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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상세] (1 /2)

① 두런 조회수/좋아요 등 영상의 기본 정보가

제공됩니다. [스마트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두런의 AI 기술을 이용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② 해당 영상이 강의로 활용된 강좌의 수

입니다. 최하단에서 어떤 강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두런에서 영상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영상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④ 철저하게 영상 내용을 분석한 후 생성된

두런 해시태그 입니다. 유튜브 해시태그로

활용해 보세요.

페이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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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상세] (2 /2)

⑥ 해당 영상과 비슷한 영상이 추천됩니다.

⑦ 해당 영상이 포함된 강좌가 보여집니다. 내

영상이 어떤 강좌의 커리큘럼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그럼 연관된 강좌를 클릭하고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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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영상

ADsP 2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포토샵시크릿]GTQ포토샵1급… #11 포토샵 GTQ 1급 시험문제…

신나라 · 조회수 76회 잡다한이야기 · 조회수 3811회

GTQ포토샵2급 기출문제풀이(2… GTQ 포토샵 2급 문제풀이 핵심…

EUNYA’S · 조회수 76회 디자이너소란 · 조회수 3811회

▶

윤종식

[웹크롤링에 관심이 있는 분만… 네이버 연관검색어 크롤링하기

엑셀장인 촬스 · 조회수 76회 엑셀장인 촬스 · 조회수 3811회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어, 버튼 … 원하는 주기로 네이버 트렌드 …

엑셀장인 촬스 · 조회수 76회 엑셀장인 촬스 · 조회수 3811회



데이터에듀

[강좌 상세]

강좌 상세페이지의 일부 입니다.

① 강좌에 사용된 영상의 원작자를

표시합니다. 내 프로필이 표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② 커리큘럼에서는 영상 별로 원작자를

표시합니다. 

▶프로필을 클릭하고 내 채널 및 영상을 분석한

유튜버 소개 페이지로 이동해보겠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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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 상세 전체 설명은 학습자용
설명서의 3.강좌 살펴보기를

참고해주세요.



[유튜버 소개](1 /2)

유튜버와 동영상을 분석하고 소개하는 페이지

입니다. 두런 회원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① 마이페이지>프로필 설정에서 설정한

이미지, 닉네임, 자기소개 가 보여집니다.

② 아이콘을 클릭하면 유튜브 채널로

이동합니다.

③ 유튜브에서 집계된 구독자, 조회수, 동영상

수 입니다.

④ 두런에서 분석한 채널 평점과 두런 조회수, 

연관 강좌 수입니다.

1
페이지 계속

데이터에듀

데이터에듀 대표 강사 윤종식 교수

_

2

3

4 두런좋아요



[유튜버 소개](2 /2)

두런에서 인기있는 동영상 입니다.

⑤ 두런 회원이 가장 많이 시청한 3개의

영상입니다. 

⑥ 영상 평점, 유튜브 조회수, 두런 조회수 별

인기 동영상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⑦ 모든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두런 조회수, 

영상 평점, 두런 해시태그가 함께

표시됩니다.

▶다음은 유튜버 대시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5

6

▶

7



[대시보드]

대시보드는 마이페이지의 요약 역할을 합니다. 

유튜버 설명서에는 영상관리 위주로 소개되며

학습관리는 학습자설명서를 참고해주세요.

① 아이콘을 클릭하면 마이페이지의

전체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대시보드의 하위 메뉴입니다. ‘내 알림’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내 영상 수, 내 영상이 포함된 강좌 수, 알림

수 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아이콘을 클릭하면 관심분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추천 받고 싶은 분야를

선택하고 별점을 매겨주세요.

⑤ 두런 회원이 가장 많이 좋아요를 누른

TOP3 영상과 유튜브 조회수 TOP3 영상을

비교해보세요! [더보기>]를 클릭하면

유튜버 소개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내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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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영상]

두런 회원들이 학습하고 있는 내 영상 목록

입니다.

① 영상관리의 하위 카테고리입니다. ‘내

영상’, ’ 내 영상 포함 강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② 영상을 정렬하는 기준은 3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등록순, 연관 강좌 많은 순, 조회수

높은 순 입니다. 

▶다음은 [연관 강좌 보기]를 클릭해서 해당

영상이 포함된 강좌들을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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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영상 포함 강좌]

내 영상을 커리큘럼에 포함하고 있는

강좌들입니다.

① 강좌를 정렬하는 기준은 2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개설된 순, 내영상 많은 순 입니다. 

② 앞서 선택했던 내 영상 제목으로 강좌를

조회합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해서

조회할 수 도 있습니다.

③ 강좌를 클릭하여 소개 및 커리큘럼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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