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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The New York Times!

한국대학생이나교직원들은이제 NYTimes.com과 NYT News 

App을통해 NYT의완전한디지털액세스를즐기실수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60여개이상의국가에서전문가보도를하는

다수의수상경력에빛나는글로벌뉴스서비스로서, 매년

50,000개이상의기사, 수천개의비디오, 인터랙티브, 그래프, 

사진, 팟캐스트, 뉴스레터등을발행합니다.

관심있는다양한주제분야를보도하는저널리즘을제한없이

자유롭게이용할수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여러분이진실을찾고, 세계적인안목을키우며, 

다양한 주제에대한여러분의의견을 알리는데 도움을줄것

입니다.

지금바로뉴욕타임스를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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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도메인인증방법
● nytimes.com/passes 에 접속 후 학교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계정을 만드십시오.

● 계정을 만든 후에는 nytdirect@nytimes.com으로부터

확인 이메일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 이메일이 도착하지

않으면 정크 또는 스팸메일을 살펴보십시오.

● 이메일상의 링크를 클릭하여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합니다. 링크를 클릭하고 뉴욕 타임스로 돌아오면 학생

혹은 교직원에 해당하는 본인의 신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 "Sign Up”을클릭합니다. “You’ve claimed your NYTimes 

Pass!” 라는메시지가나타나면 NYT 패스신청이성공적으로

완료됩니다. 

● 뉴욕타임스시작을위해, “Get Started”를클릭하십시오. 

앞으로는 NYTimes.com에서간단히로그인할수있습니다..  

● NYT 패스가만료된후에는 nytimes.com/passes에서이메일

주소를다시입력하여패스를쉽게갱신할수있습니다. 

● NYT 도메인계정이설정되면, 모바일사용을위해뉴욕타임스

APP을다운로드하는것을잊지마십시오.

주의사항: 

NYTimes.com에접속하여 로그인 하기전에반드시 nytimes.com/passes.에

접속하여 학교 도메인 인증을 먼저 받아야 하며,  NYTimes.com에바로 접속 후

로그인을 시도하면, NYT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http://nytimes.com/passes
mailto:nytdirect@ny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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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이용을위한유용한팁!
4

NYT News App(모바일)

Android 기기 : Google Play Store에

접속후 NYTimes를검색하십시오.

Apple 기기 : App Store에접속후

NYTimes를검색하십시오. 

NYT News App은관심분야나

선호도에따라맞춤설정이가능하고, 

푸시알림을설정하는등의여러가지

개인화기능을제공합니다.

팟캐스트 듣기

nytimes.com/podcasts 에서

기술, 세계뉴스, 문화등을

아우르는현시대의가장핫한

이슈에대해얘기하는팟캐스트를

들으십시오.

뉴스레터 등록하기

nytimes.com/newsletters에서

매일또는매주제공되는 80개

이상의뉴스레터를확인하십시오. 

관심사와관련된주제를검색하여

등록하십시오.

저널리즘(멀티미디어 포함)

nytimes.com에서세계뉴스에서
예술, 여행, 비즈니스에이르기
까지방대한주제와관심분야에
대한섹션을살펴보십시오.

nytimes.com/multimedia에서
멀티미디어와시각적저널리즘에
관한정보를살펴보십시오. 

nytimes.com/events에서 가상
이벤트및여러유용한정보를
확인할수있습니다. 

http://nytimes.com/podcasts
http://nytimes.com/
http://nytimes.com/multimedia
http://nytimes.com/events


뉴욕타임스는강의수업과영어, 정치, 역사, 커뮤니케이션, 기술, 건강, 과학, 예술등다양한분야에서강력한교육자료로활용될수있습니다. 여러분은다음과같은두

가지훌륭한학습도구: New York Times inEducation website & The Learning Network를이용할수있습니다. 

nytimesineducation.com 과 nytimes.com/learning에 로그인하여지금바로시작해보시기바랍니다.

GUIDEBOOK   |   THE NEW YORK TIMES     CAMPUSWIDE ACCESS PROGRAM

inEducation 소개
inEducation은대학교육기관을위한뉴욕타임스의커리큘럼도구입니다.

nytimesineducation.com에접속후학교이메일주소를가지고등록

하여 로그인해보십시오. 

16개의학문분야에걸쳐, 선도적인교수들이저널리즘과토론, 탐구, 분석을

위한주간 Post 및 Prompt(질의내용)를기고합니다.

The Learning Network 소개
The Learning Network은뉴욕타임스의수상경력을보유한커리큘럼도구

로서, 학생들을 위한여러가지액티비티및교수들을위한교육리소스입니다.  

nytimes.com/learming로접속하여시작해보십시오.

The Learning Network 은매년약 1,000개의티칭리소스를게시하고있으며, 

모든 NYT 콘텐츠즉, 기사, 에세이, 이미지, 비디오, 그래픽및팟캐스트등을전
주제에걸쳐 티칭도구로활용할수있습니다. 

Learning Tools (학습도구)

http://nytimesineducation.com
http://nytimes.com/learning
http://nytimesineducation.com
http://nytimes.com/lear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