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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Spring Semester
BEGINS!
안녕하세요 NYU KGSA 입니다. 봄학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날씨가
짓궂은 요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NYU 학생 분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2011년 봄학기 첫
번째 Newsletter 가 제작이 되었고, 이렇게 많은 재학생 및 동문
여러분께 저희들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것에 무한히 감사 드립니다.
항상 많이 부족한 저희 KGSA 임원단에게 constructive 한 질타와 함께
격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저희 KGSA 는 모든 재학생 및 동문분들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bilateral 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여러 방면으로 저희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금 감사를 드리며, 이번

봄학기가 여러분들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NYU KGSA 임원진

New Student Body
Officers for Spring 2011
•

2011년 봄학기를 맞이하여 새로이 임원진이 구축 되었습니다. 기존
멤버들과 새로이 뽑힌 임원들과 서로 협력하여 일해 나가겠습니다.

•

새 임원 List

– 홍보국장: 배민우
– 편집국장: 김동윤

– 문화복지국장: 강수진
– 정보국장: 민승기
– 취업국장: 최낙준
– 동문협력국장: 조전호
– 영상국장: 박복기

•

임원진 전체 List 를 보시려면 NYU KGSA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www.nyukgsa.com)

2011 Spring NYU KGSA
“Welcoming Party”
•

KGSA 2011 봄학기 개강모임
2011년 1월 29일 토요일 오후 7시에 Kimmel Center 9층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심한 눈보라가 치는 궂은 날씨에도 80여명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 Program
- 식사

- NYU 및 KGSA/임원진 소개
-봄학기 NYU KGSA 행사 소개

- Entertainment (및 상품 증정)
의 순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새 학기를 맞이하여 NYU KGSA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신입생 및 재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좋은 추억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더욱더 뜻 깊었던 모임이었습니다.
이어진 2차 모임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학우들과 깊은 사귐과 많은
나눔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들만을 담은 사진은 저희
Facebook에 있는 NYU KGSA 와 공식 홈페이지인

www.nyukgsa.com 에 곧 upload 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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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oming Events
• February
– Diner’s Club

– Seollal Festival

• March
– NYU ♥ Columbia Mixer

– UN Recruitment Seminar

Diner’s Club
•

이번 달 Diner’s Club 에서 방문할곳은 Fig and Olive 라는

레스토랑입니다. 다이너스클럽의 최정윤 국장님께서 결정하신 첫
번째 모임장소가 되겠습니다. Diner’s Club 은 항상 맛있고 멋지고

아름다우신 선남선녀와의 행복한 시간을 제공하는것으로 유명하지요.
뉴욕의 Hip한 레스토랑만 모여있는 Meatpacking에 위치하고
있는 Fig and olive!
레스토랑 위크를 맞아 저렴하게 즐기세요!
– 일시: 2월 4일 12시 (Lunch)
– 모집인원:10명
– 출발지: 11시20분 BOBST에서 다같이 출발
– 웹사이트: http://www.figandolive.com/
– 문의: 최정윤 (917-364-4264)
– 신청방법: choi.jeongyun@gmail.com

Seollal Festival
• 한국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저희 NYU KGSA 가 중심이 되어
행사를 개최합니다.
• 일시: 2월 10일 (목) 5:00 – 9:00
• 장소: Kimmel Center 401호

• 여러 자세한 내용은 E-mail 과 첨부된
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십시요. 우리문화를
더 잘 알릴 수 있는 기회인 이 행사에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 드립니다.

공지사항
•

여러 Intern 및 Recruitment 에 관련된 정보들이 저희

KGSA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될 것이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학교생활 및 저희 KGSA 의 활동 상황에 더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밑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respond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매달 발간될 Newsletter 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완할 점 혹은 기재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신

분은 간략한 내용을 적으셔서 E-mail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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