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laygroup
찾기

놀이를 통해 배우십시오  •  친구를 만드십시오  

1800 171 882  •  playgroupnsw.com.au호주 정부 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의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  Playgroup 찾기 

39달러의 저렴한 연간 비용으로 Playgroup NSW
의 멤버가 되시면 엄청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모든 Playgroup NSW
에 속한 자회사 Playgroup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혜택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분기 별로 제공되는 국립 Playgroup 잡지인
Totline의 구독

• 모든 Playgroup NSW 활동에 참여할 때 가족을
위한 포괄적인 보험

• 900개 이상의 온라인 및 현지 소매업체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주 아동 카드
(Australian Baby Card) 멤버십

• Playgroup NSW 웹사이트 멤버 세션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리소스 및 플레이 아이디어

• 리소스, 프로모션, 자금 조성 및 특별 행사를
포함한 멤버 지원 및 도움

• 다양한 양육 및 Playgroup NSW 이벤트와
워크샵 무료 참여

• 양육 관련 토론, 엑스포, 이벤트에 대한 독점적
할인.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Playgroup을 시작하거나  
참여하고 싶으시면 1800 171 882번 또는  
info@playgroupnsw.com.au를 통해 Playgroup NSW 
에 연락하십시오.

Playgroup에서 자녀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 새로운 기량을 배우고 개발합니다

• 놀면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 다른 어린이들과 사회활동을 하고 함께하는

• 즐거움을 누립니다

• 새로운 활동을 경험

• 새로운 환경을 경험.

Playgroup에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 다른 부모 및 보호자를 만납니다

• 새로운 친구를 만듭니다

• 양육 경험을 공유합니다

• 유년기의 성장에 대해 배웁니다

• 자녀와 놀아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Playgroup에 참여하기
매주 주 전반에 걸쳐 1300개 이상의 Playgroup 세
션이 열리는 Playgroup NSW는 여러분의 지역에서 
Playgroup을 찾도록 도와 드리며 만약 여러분의 지
역에 Playgroup이 없다면 Playgroup NSW는 여러분
의 공동체에 새로운 Playgroup을 설립하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Playgroup NSW에 가입하시기 전에 두 번의 무료 
Playgroup 세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Play-
group NSW의 멤버가 되시면 모든 가족이 혜택을 받
으실 수 있으며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가족 전체에게 
Playgroup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Playgroup NSW 
멤버십

Playgroup에서 기
대할 수 있는 것

facebook.com/playgroupnsw twitter.com/playgroup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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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공동체에 살고 있으며 어린 자녀를 가진 다른 
부모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대답이 예라면 Playgroup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의 현지 공동체에서 
Playgroup을 주 1회 2시간 동안 만날 수 있습니다.
Playgroup은 신생아부터 학생에 이르는 연령을 위해 
재미있는 학습 활동을 제공합니다.

Playgroup은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며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장소입니다.문화적 행동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현지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특정 문화적인 
Playgroup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Playgroup NSW가 
현지 공동체에 새로운 Playgroup을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도와드릴 것입니다.

장애 아동의 부모이신 경우, 자폐 아동, 발달 지체 또는 
다른 행동적 문제가 있는 아동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저희 그룹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문의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Playgroup NSW에 
연락하십시오.

안녕하세요! 
Playgroup 
의 혜택 

 
교우관계와 지원
Playgroup에 참석하면 여러분과 같은 양육의 즐거움과 
좌절 그리고 도전을 경험하는 다른 부모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Playgroup에서 다른 
사람과 양육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장기적인 교우 
관계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네트워크와 교우 관계 그리고 웃음을 주는 멋진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내 자녀들은 매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친구들도 사귑니다”

Playgroup에서 제공되는 움직임과 상호작용, 활동 
및 플레이 아이디어는 정신과 몸의 발전을 자극하기 
위한 이상적인 설정을 제공합니다. Playgroup에 
함께 참여하면 다른 어린이 및 성인과 상호활동하고 
사회활동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Playgroup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치 있는 것 만큼 
여러분에게도 가치가 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Playgroup을 통해 여러분은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전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활동은 관계를 강화하고 
특별한 기회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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