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미디어 툴킷 
 

NYS Parent Portal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NYS Parent Portal(www.nysparenting.org)은 뉴욕주 아동가족 심의회(NYS Council on 
Children and Families)의 요람에서 5세까지 프리스쿨 발달(Preschool Development 
Birth through Five) 보조금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이 포털은 뉴욕주 아동가족 
심의회가 부모와 양육자들을 돕기 위해 주 정부 기관과 함께 만든 네 개의 부모 
친화적인 웹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모, 양육자 및 사회 복지 서비스 전문가는 이 리소스를 활용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옵션과 자녀의 발달 및 지역 육아 서비스 지원처 등에 관한 걱정을 해결해 줄 유용한 
정보를 가족들에게 알림으로써 긍정적인 육아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NYS가 일시 정지 상태였다”는 Cuomo 주지사의 발표가 있었고, 
가족들은 갑작스레 팬데믹 기간의 양육 방식에 대해 배워야 했던 2020년 3월 
말에는 부모들을 위한 COVID-19 관련 리소스도 추가되었습니다. 심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리소스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NYS Parent Portal에는 다음의 네 가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 NYS Childcare, Afterschool and Home Visiting Programs Locator(뉴욕주 자녀 
양육, 방과후 및 가정 방문 프로그램 찾기): 접근이 용이한 곳에서 자녀 양육, 
방과후 및 가정 방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 Parent Guide: Starting Life Together(부모 가이드: 함께 시작하는 삶): 육아 
여정의 첫 5년을 위한 가이드. 여러분이 (출산, 입양, 또는 위탁 돌봄을 통한) 
엄마나 아빠든, 조부모, 파트너, 가족의 지인, 또는 육아를 맡고 있는 숙모나 
숙부든 부모로서의 역할 속에서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 Multiple Systems Navigator(여러 가지 시스템 네이게이터): 사용자 친화적인 
웹사이트에서 유용한 건강, 교육, 복지 서비스 및 장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동 및 가족용 시스템의 지원에 의지하는 청소년, 부모, 
가족 구성원과 양육자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Every Student Present(전원 출석): 자녀의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학업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며,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세요.  

  

http://www.nysparenting.org/
https://www.nysparenting.org/
https://nysccf.maps.arcgis.com/apps/MapSeries/index.html?appid=bde3bc9d78e84ce193abfbe297dcb0ac
https://nysccf.maps.arcgis.com/apps/MapSeries/index.html?appid=bde3bc9d78e84ce193abfbe297dcb0ac
https://www.nysparentguide.org/
https://www.msnavigator.org/
https://www.everystudentpresent.org/


 

 

NYS Parent Portal은 모바일 앱으로도 제공되며 App Store와 Google Play Stor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운로드하여 유용한 육아 관련 조언을 찾아보세요! 
 

NYS Parent Portal(www.nysparenting.org)은 뉴욕주 아동가족 심의회에 

지원되는 NYSB5 초기 보조금에 대한 부모 선택 및 인식 

확대(Maximizing Parent Choice and Knowledge) 활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보조금 번호 90TP0019-01-01로 

실행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으며 반드시 미국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아동가족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셜 미디어  

성공적인 메시지는 짧고 눈에 쉽게 들어오며 일상 속에서 어린이와 대화하고 책을 

읽으며 노래하는 방법에 대한 독창적인 내용과 조언을 담고 있는 글임을 

기억하세요. 장소, 연령과 기타 범주에 따라 대상 독자를 정하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가장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최대한의 효과를 위해 지역 

파트너와 해시태그, 그래픽, 타이밍을 조정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소셜 미디어 툴킷에는 가족과 공유할 주요 메시지들과 초기 학습을 장려하고 

촉진할 소셜 미디어 툴이 들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추천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어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사전 작성” 소셜 미디어 

게시물입니다. Twitter(@nysccf)에서 심의회를 팔로우해 주시고 Facebook 

페이지(@nysccf)에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올려주신 게시물을 확인하고 

팔로우해 드리겠습니다! 뉴욕주 육아 관련 리소스를 홍보해 주시면 더 널리 

알려져서 더 많은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NYS Parent Portal은 모든 육아 

관련 리소스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NYS Parent Portal 캠페인을 위한 소셜 미디어 도구 
 

위치: 여러분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어디든 게시할 수 

있습니다(Twitter, Facebook, Instagram, Snapchat)  
 

해시태그:  #LetsTalkAboutParenting #NYSParentPortal 
 

태그: Twitter: @NYSCCF Facebook: @NYSCCF   

https://twitter.com/nysccf
https://www.facebook.com/NYSCCF/
https://www.facebook.com/NYSCCF/


 

 

샘플 그래픽 추천 게시물 샘플 그래픽 
 @NYSCCF 뉴욕주 아동가족 심의회에는 

유용한 정보와 리소스가 담긴 멋진 앱이 

있습니다. 지금 NYS Parent Portal을 

다운로드하고 유용한 육아 정보를 

찾아보세요! App Store와 Google Play 

Store에서 나비를 찾으세요. 
#LetsTalkAboutParenting 
#NYSParentPortal 

 

 @NYSCCF에서 NYS Parent Portal 앱을 

확인하셨나요? 지금 NYS Parent 

Portal을 다운로드하고 유용한 육아 

정보를 찾아보세요! App Store와 Google 

Play Store에서 나비를 찾으세요. 
#LetsTalkAboutParenting 
#NYSParentPortal 

 

  

육아 정보나 보육 제공자를 찾고 

계신가요? NYS Parent Portal 앱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App Store와 

Google Play Store에서 나비를 찾으세요. 

#LetsTalkAboutParenting 
#NYSParentPortal 

 



 

 

 자녀와 탄탄한 신뢰 관계를 

시작하기에 너무 이른 때란 없습니다. 

지금 NYS Parent Portal 앱을 

다운로드하고 도움을 받으세요. 

나비만 찾으세요. 
#LetsTalkAboutParenting 
#NYSParentPortal 
 
 

 

 지금 NYS Parent Portal을 

다운로드하고 유용한 육아 관련 

조언을 찾아보세요! App Store와 

Google Play Store에 있습니다. 나비만 

찾으세요. 
#LetsTalkAboutParenting 
#NYSParentPortal 

 

 

 NYS Parent Portal 앱을 다운로드하고 

유용한 육아 관련 조언을 손안에서 

찾아보세요! Apple 및 Android 기기로 

App Store 및 Google Play Store에서 ‘NYS 

Parent Portal’을 검색하세요. 나비만 

찾으세요. #LetsTalkAboutParenting 
#NYSParentPortal 

 



 

 

 

대화가 교육이다(Talking is Teaching) 캠페인을 위한 소셜 미디어 도구  
 

위치: 여러분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어디든 

게시할 수 있습니다(Twitter, Facebook, Instagram, 
Snapchat) 

 

해시태그:  #NYLovesTalkingisTeaching  
 

태그: Twitter: @NYSCCF  Facebook: @NYSCCF 
 

샘플 그래픽 
 

귀여운 디자인이지만 귀엽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걸고 

책을 읽어 주며 노래를 불러주는 일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과학이 녹아들어 있는 툴이랍니다. 말하기 전 생애 첫 몇 주부터 

아동이 대화를 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발달 시기에 적용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초기 아동기 교육자, 과학자와 

의사가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NYS Parent Portal에서 여러 가지 언어로 된 #TalkingisTeaching 포스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Facebook과 Twitter에서 @NYSCCF 태그를 이용하여 여러분이 

커뮤니티에서 포스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뉴욕주 아동가족 심의회와 공유해 

주세요. 뉴욕주 육아 관련 리소스를 홍보해 주시면 더 널리 알려져서 더 많은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NYS Parent Portal은 육아 관련 리소스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https://www.nysparenting.org/posters


 

 

샘플 그래픽 추천 게시물 

  

 함께 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요!   

#NYLovesTalkingisTeaching  

 자녀와 대화하고 책을 읽고 노래하면, 

자녀가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녀의 학습을 돕고 있는 거랍니다. 

#NYLovesTalkingisTeaching  
 

  

 손과 발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눠요. 

#NYLovesTalkingisTeaching  

 아기에게 옷을 입히면서 “까꿍 놀이”를 

해보세요. 아기에게 옷을 입힐 때 

“(아기 이름)이/가 어디 있지?”라고 

물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 

있네!”라고 말하세요 

#NYLovesTalkingisTeaching  

  

 음식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눠요! 

 #NYLovesTalkingisTeaching  

 아기에게 음식을 먹일 때 음식이 어떤 

맛이 나고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이 요거트는 부드럽네.” “노란 

바나나가 달콤하구나!” 

#NYLovesTalkingisTeaching  

  

 세상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눠요!  

#NYLovesTalkingisTeaching  

 더 많은 단어와 대화를 함께 

공유할수록 자녀의 학습 준비가 더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첫 스승입니다! 

#NYLovesTalkingisTeaching  

 
  

https://emojipedia.org/books/
https://emojipedia.org/books/


 

 

NYS Parent Portal 캠페인용 이메일 서명 
 

위치: 이메일 서명란  
 

NYS Parent Portal과 여기에서 부모님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리소스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미 갖고 계신 서명란에 추가할 수 있는 몇 가지 표현을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에서 서명란에 추가할 항목과 Outlook 이메일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Parent Portal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서명란과 Parent 

Portal 앱 다운로드로 연결되는 두 가지 서명란을 제공해 드립니다.  
 

먼저 가장 선호하는 서명을 선택하세요  
 

NYS Parent Portal 이메일 서명 

 NYS Parent Portal 웹사이트 

o 최신 가족 지원 리소스를 확인해 보셨어요? nysparenting.org 를 확인하세요 

o nysparenting.org에서 새로운 NYS Parent Portal을 확인하세요  

o 유용한 육아 관련 조언이나 자원을 찾고 계세요? NYS Parent Portal을 

확인하세요. 

o 부모가 된다는 것은 배우는 일입니다. NYS Parent Portal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o 육아는 어렵습니다. NYS Parent Portal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NYS Parent Portal 앱 다운로드 

o 부모 역할은 중요합니다. 지금 NYS Parent Portal 앱을 다운로드하고 

유용한 육아 관련 조언을 찾아보세요!  

  
 

o 부모는 누구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NYS Parent Portal 앱을 

다운로드하고 육아 관련 조언을 찾아보세요. 

  
 

o 육아를 하다 보면 매일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NYS Parent Portal 앱을 

다운로드하고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https://www.nysparenting.org/
https://www.nysparenting.org/
https://www.nysparenting.org/
https://www.nysparenting.org/
https://www.nysparenting.org/
https://apps.apple.com/us/app/nys-parent-portal/id1490917046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parentportal
https://apps.apple.com/us/app/nys-parent-portal/id1490917046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parentportal
https://apps.apple.com/us/app/nys-parent-portal/id1490917046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parentportal


 

 

 

o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답니다. NYS Parent Portal 앱을 다운로드하고 

육아 관련 조언을 찾아보세요. 

  
 

o NYS Parent Portal 앱은 App Store와 Google Play Store에 있습니다. 

나비만 찾으세요. 

  
 

NYS Parent Portal 웹사이트 서명은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이 문서에서 바로 서명란을 복사해 두세요.  

2. 온라인으로 Outlook에 접속하세요.  

3. 그런 다음, 우측 상단의 종과 물음표 사이에 있는 Settings(설정) 

버튼을 찾으세요.  

4.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테마 및 기타 옵션이 나타납니다. 설정 메뉴 하단의 

View all Outlook settings(모든 Outlook 설정 보기)를 찾아 클릭하세요! 

5. 더 많은 옵션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는 레이아웃 메뉴로 이동합니다. 

가운데 열의 레이아웃 밑에 있는 Compose and reply(작성 및 회신) 메뉴를 

찾으세요. 클릭하세요!  

6. 이제 Email signature(이메일 서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7. 아까 워드 문서에서 복사한 서명란을 여기에 붙여 넣고 Save(저장)를 

클릭하세요! 이제 다 됐습니다! 
 

NYS Parent Portal 앱 다운로드 서명은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맘에 드는 서명란을 복사해 두세요.  

2. 컴퓨터에 app store 아이콘과 google play 아이콘을 모두 사진으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3. 온라인으로 Outlook에 접속하세요.  

4. 그런 다음, 우측 상단의 종과 물음표 사이에 있는 Settings(설정) 

버튼을 찾으세요.  

5.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테마 및 기타 옵션이 나타납니다. 설정 메뉴 하단의 

View all Outlook settings(모든 Outlook 설정 보기)를 찾아 클릭하세요! 

https://apps.apple.com/us/app/nys-parent-portal/id1490917046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parentportal
https://apps.apple.com/us/app/nys-parent-portal/id1490917046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parentportal
https://apps.apple.com/us/app/nys-parent-portal/id1490917046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parentportal


 

 

6. 더 많은 옵션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는 레이아웃 메뉴로 이동합니다. 

가운데 열의 레이아웃 밑에 있는 Compose and reply(작성 및 회신) 메뉴를 

찾으세요. 클릭하세요!  

7. 이제 Email signature(이메일 서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8. 아까 워드 문서에서 복사한 서명란을 여기에 붙여 넣으세요.  

9. 이제 이메일 서명을 적는 흰색 칸의 메뉴 막대 맨 왼쪽에 있는 사진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10. 여기에서 아까 컴퓨터에 저장해 둔 app store 아이콘과 google play 

아이콘을 삽입합니다.  

11. 삽입한 apple app store 아이콘을 클릭해서 강조 표시한 다음, 서명을 넣는 

흰색 칸의 메뉴 막대 맨 오른쪽에서 동그라미 두 개가 맞물린 링크 삽입 

도구를 클릭하세요.  

12. 여기에서 https://apps.apple.com/us/app/nys-parent-portal/id1490917046 

링크를 삽입하면 이제 apple 아이콘이 설정된 것입니다.  

13. 이제, 삽입한 google play 아이콘을 클릭해서 강조 표시한 다음, 서명을 

넣는 흰색 칸의 메뉴 막대 맨 오른쪽에서 동그라미 두 개가 맞물린 링크 

삽입 도구를 클릭하세요.  

14. 여기에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parentportal 

링크를 삽입하면 이제 google 아이콘이 설정된 것입니다. 
 

이제 이메일 서명을 완성했습니다! Save(저장)를 누르면 끝입니다!  

 

https://apps.apple.com/us/app/nys-parent-portal/id1490917046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parentpor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