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FACEBOOK)이란?

유튜브(YOUTUBE)란?

페이스북은 인터넷에서 가장 큰 소셜 미디어로 현재 그 사용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10억여 명에 이릅니다. 사용자는 지인 혹은 브랜드(기업)와 

친구를 맺으면 그들의 상태 업데이트, 이벤트 초대, 사진, 동영상, 노트,  

다른 웹사이트 링크 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니시티 지사들과 

회원들도 페이스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입니다. 유튜브에 올라간 동영상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도 편리하여 유니시티 정보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스북 앱 다운로드 받기1단계 

② 페이스북을 검색합니다.

페이스북

③ 다운로드를 누르고 

페이스북 어플을 설치합니다. 

다운로드

다운로드

① Play 스토어 앱을 실행합니다. 

안드로이드(갤럭시, LG)에서는 

플레이스토어 (   ), 아이폰(애플) 

에서는 앱 스토어(  )를 실행합니다.

유니시티코리아 SNS 완벽 가이드유니시티코리아 SNS 완벽 가이드
페이스북 & 유튜브 채널 가입부터 구독까지 알아봐요! 



① 페이스북앱을 실행합니다.

⑤ 생일을 입력해주세요.

④ 성과 이름을 구분해서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페이스북 가입하기2단계 

② 새 Facebook 계정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⑥ 성별을 입력해주세요. ⑦-② 이메일로 인증을 원하시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③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읽고 

동의를 선택한 뒤 다음을 누릅니다.

⑦-① 인증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로 인증을 원하시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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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인증코드가 

메일 / 문자로 발송됩니다.

⑨ 인증코드를 메일이나 

문자에서 확인한 뒤 

페이스북에 입력합니다.

⑩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진을 

직접 촬영하거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선택해서 프로필 사진을 

추가하세요.

⑪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페이스북이 

자동으로 페이스북에 가입한 친구들을 

검색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고 싶으면 

건너뛰기를 눌러주세요.



① 페이스북 앱에 들어가 화면 

상단의 검색 영역에 

④ 상단 오른쪽에 있는 엄지 

버튼 좋아요를 클릭합니다. 

구독이 완료되면 엄지가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유니시티코리아 채널 구독하기3단계 

② 행복한 U, 유니시티코리아를 

입력합니다. 

③ 제일 상단에 노출되는 

프로필 이름을 클릭합니다.

유튜브

② 유튜브를 검색합니다.

유튜브

③ 다운로드를 누르고 유튜브 

어플을 설치합니다. 

다운로드

다운로드

유튜브 앱 다운로드 받기1단계 ※유튜브는 핸드폰에 이미 설치가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1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① Play 스토어 앱을 실행합니다. 

안드로이드(갤럭시, LG)에서는 

플레이스토어 (   ), 아이폰(애플) 

에서는 앱 스토어(  )를 실행합니다.

요즘 대세는
유튜브!



① 유튜브 앱을 실행합니다. ② 오른쪽 상단의 프로필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④ 로그인 버튼을 선택합니다.③ 계정 오른쪽에 있는 +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유튜브 가입하기2단계 ※ 유튜브는 구글 계정을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⑨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⑥ 이름을 입력합니다. 

⑧ 사용하고 싶은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⑦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⑪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을 

확인 후 동의 버튼을 선택합니다.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⑩ 전화번호를 추가할지 

결정합니다. 이 부분은 건너뛰기를 

추천드립니다. 

⑤-① 구글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⑤-② 구글 계정이 없다면 왼쪽 

아래에 있는 계정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유튜브 검색 버튼을 클릭하고 

유니시티코리아를 검색합니다.

① 구독한 채널을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왼쪽 상단에 구독중 

이라는 문구 옆에 위치한 종모양 

아이콘을 확인합니다

② 검색 결과 상단에 있는 

초록색 프로필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② 아이콘을 눌러봅니다. 

종모양 아이콘이     모양으로 

변하면 알림이 설정 된 

것입니다.

④ 구독중이라는 표시와 함께 

구독이 완료됩니다.

③ 왼쪽 상단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을 선택합니다.

③ 이제 구독한 유튜브 채널에 

신규 콘텐츠가 업로드 되면 

실시간으로 핸드폰 위에 

알림이 뜨게됩니다. 

유튜브 유니시티코리아 채널 구독하기3단계 

유튜브 알림설정하기4단계 

구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알림이 설정됩니다. 알림이 설정되어 있으면 유니시티에서 영상을 업로드 할 경우 내 핸드폰으로 

바로 알림이 뜹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Unicity Korea에서 

동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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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유니시티코리아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