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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선생님 연합 

P.S.221Q 

57-40 MARATHON PARKWAY Little NecK, NY 11362 

Patricia Bullard, 교장 Annie Wong, PTA 교장 

Diane Malanga, 교감  

 

2022 년 10 월 17 일 

2023 졸업앨범 체크리스트 

**냉장고에 포스팅 해주세요** 

 

우리 5 학년 졸업생들을 추억하기 위해 2023 학년도 졸업앨범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졸업앨범을 만들기 

위해 협조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모든 물품의 체크리스트를 마련했습니다. 학부모님의 자녀가 2023 년 

졸업앨범에 멋지게 나올 수 있도록 마감일을 유의하여 준수해주세요. 

❑ 사진 업로드를 위해 Pictavo 로 온라인 계정 만들기. 11/18 까지 

❑ 아이 사진 1 장 업로드. 11/18 까지 

❑ 어린이 유치원에서 2 학년학교 행사 사진 최대 5 장 업로드. 11/18 까지 

❑ 인식 광고 생성 및 제출 (선택구매) 3/1 까지 

❑ 날짜별로 부스터 메시지 작성 및 제출 (선택구매). 3/1 까지 

❑ 날짜별로 비즈니스 광고 요청 및 제출 (선택구매). 3/1 까지 

 

이 공지의 2-4 페이지에는 체크리스트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또는 5 학년 졸업앨범 

웹페이지에서 동일한 정보와 URL 링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메일을 통해 연결 상태를 

유지합니다. 

 

         체크리스트 디렉션 

 

https://www.ps221pta.org/yearbook/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ps221CLASS2023 

Pictavo 
 

 

www.buytheyearbook.com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ps221yearbook@gmail.com  
 

감사합니다 

5 학년 졸업앨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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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진 업로드를 위해 Pictavo 로 온라인 계정 만들기 11/18 까지 

인터넷 브라우저 기반 소프트웨어인 Pictavo 를 사용하여 졸업앨범 제작과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인식 광고를 만들기 전에 우선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계정 생성 과정은 빠르고 

간단합니다. 

1.  www.buytheyearbook.com 에 방문하거나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2. 학교 ID 710644 를 검색창에 입력하세요 

3. 페이지에서 '계정 생성'클릭하세요 

4. 요청한 계정 정보를 입력하고 Role 검색 박스에서 'Parent'를 선택합니다. 

5. 이메일 인증 & 로그인 

 

Pictavo 에 사진 올리기 11/18 까지 

www.buytheyearbook.com 에 계정을 생성하여 요청한 사진을 사이트의 레이블이 지정된 폴더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1. 신규 계정으로 로그인 

2. ‘Pictures’ 클릭 

3. 폴더 선택하여 사진 업로드하기 

✓  Baby Photo [child’s class] - 아이 사진 1 장 업로드 

✓  Events K-2nd [child’s class] - 유치원부터 초등 1 학년까지 교내 행사/활동 그룹사진 최대 

5 장 업로드 

4. 업로드 파일을 저장하기 전에 요청한 정보로 사진에 태그를 지정해야 합니다. 

참고: 

*Baby Photo 스크린샷이 아닌 디지털 원본으로 아이 혼자만 나오며 타인이 함께 등장하면 안됩니다. 

**School Events/activities Photos 학교나 학부모회가 후원한 행사만 가능합니다. 외부 또는 생일 파티와 

같은 사적인 곳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학생 인식 광고 생성 (유료광고) 3/1 까지 

학생 인식 광고로 졸업앨범에서 자녀를 눈에 띄게 노출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작성하고 원하는 사진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졸업하는 5 학년을 위한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맞춤 설정 

가능합니다. 4 가지 크기와 가격으로 광고 구매가 가능합니다. 

광고 구매하기: 

1. www.buytheyearbook.com 에 로그인 

2. 'Student Ads & Business Ads’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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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et Started' 클릭 

4. 요청 정보 입력 

5. ‘AD SIZE’ 선택 후 'Next' 클릭 

6. 쇼핑 계속 하기 또는 CART 로 진행 

7. 주문하기 

8. 'My Account' 로 이동하여 'My Ad' , 'Design' 클릭 

도움이 필요하면 800-290-0036 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아래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answers@pictavo.com 
 

페이지 사이즈마다 광고비가 차등됩니다 

$35: 명함 사이즈 (1/8)   $75: 하프 (1/2) 

$55: 쿼터 (1/4)   $140: 전체 

 

 

부스터 메시지(유료광고) 3/1 까지 

부스터 메시지는 축하, 기원이나 학생, 교사, 교직원, P.S. 221 명의 개인 그룹에 대한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단문 메시지입니다.구매한 부스터들은 2023 년 졸업앨범에 에 게시되며  P.S. 221 커뮤니티에 누구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부스터 메시지 구매를 위해 구글 서베이를 사용합니다. 

https://forms.gle/eKgUu4GSTL398ism8  링크 또는 QR 코드를 스캔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광고 (유료광고) 3/1 까지 

졸업앨범에 비즈니스 광고주를 찾고 있습니다. 제작 비용 충당에 도움이 되므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광고를 

게재하고 싶다면 아래 가이드라인을 참고바랍니다. 2023 년 졸업앨범 광고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광고를 

통해 100 개가 넘는 가정과 귀사를 통한 2023 년 졸업반의 기여도를 상기시켜 더 많은 가족들에게 노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사이즈마다 광고비가 차등됩니다 

$35: 명함 사이즈 (1/8)   $75: 하프 (1/2) 

$55: 쿼터 (1/4)   $140: 전체 

 

 

 

http://www.ps221pta.org/5th-grade-committee/
mailto:ps221classof2023@gmail.com
mailto:answers@pictavo.com
https://forms.gle/eKgUu4GSTL398ism8


www.ps221pta.org/5th-grade-committee/  page 4 of 4 ps221classof2023@gmail.com  
 

비즈니스 광고를 제작시 다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십시오. 

• 모든 광고는 영어로 작성되어 해당 광고를 모두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광고는 사진 스캔 준비가 

되야 하며 구입한 광고 공간의 크기에 맞아야 합니다. 권장 크기는 뒷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완성한 광고는 ps221yearbook@gmail.com 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보낼 때  

봉투에 “Attention 5th Grade Activities Committee” 이라고 기재하여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 이름, 광고 작성자 이름 및 와 전화번호 포함하십시오. 

• PS221 PTA 로 지불한 체크를 동봉하여 메모란에 "비즈니스 광고"를 기재바랍니다. 

• 해당 가이드라인 기준에 미충족시 졸업앨범 위원회는 변경사항에 대해 게재 광고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마감 후 접수된 광고는 졸업앨범에 게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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