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U KGSA Newsletter

Spring 2011
March

Contents
• 인사글 pg. 2
• 3월 중 행사 Review pg. 3-8
– Diner’s Club

– NYU♥Columbia Mixer
– 이민법 세미나

• Upcoming Events

pg. 9-13

– UN 사무국 진출 설명회
– Diner’s Club

– Museum Tour
– NYU Easter Party

• 공지사항 pg. 14
1

Spring is HERE !!
안녕하세요 NYU KGSA 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봄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느새 저희 곁에
다가와 있는 따스한 햇볕으로 조심스럽게나마 계절의
변화를 눈치채게 되는 요즘입니다. 3월은 봄방학을 비롯하여
많은 학교 행사와 KGSA 가 주최하였던 행사도 많았던

한달이었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4월달에도 여러 학우님들을

봄기운으로 설레게 만들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뜨거운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NYU KGSA 임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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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er’s Club
•

이번 Diner’s Club 방문지는 미슐랭 리스트의 3스타를 받은
Chef Jean george 가 운영하는 Jean George
Nougatine 이었습니다.

•

3월 5일 (토) 에 진행이 되었구요, 선착순으로 RSVP 해주신 6

분과 함께 자리를 가졌습니다. 연장되었던 Winter Special
메뉴와 와인 한병으로 맛있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4월에 있을 또하나의 Diner’s
Club 행사에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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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스한 오후햇살에 비친
레스토랑의 모습

코스메뉴의 피날레를
장식했던 디저트

참석하신 분들
다같이 함께 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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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U ♥ Columbia Mixer
• 3월 10일 (목) 에 뉴욕 클럽 Hiro 에서 NYU 와

Columbia 의 공동주최로 Mixer 파티가 열렸습니다.

• 눈과 비와 바람의 거칠은 날씨 탓에 예상보다는 적은
인원이 참석하셨지만, 참석하신 모든분들이 즐겁고
뜨거운 파티를 즐기셨습니다.

• 참석하셨던 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은 아쉬움이 있는터라, 4월중에 다시한번
NYU 주최로 파티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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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모습

Raffle 추첨 중이신
NYU 회장님과 Columbia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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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세미나
•

3월 24일 (목)에 이민법 세미나가 Kimmel Center

에서 열렸습니다. 신성균 변호사님과 최성혁 변호사님께서
발표해주셨구요, 많은 것을 배우고 갈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

40여명의 재학생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비자, 창업, room rental 등의

문제들을 다루어 주셨습니다.

•

발표후에도 오랫동안 성심성의껏 학생들의 질문에 답해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학기에도 이러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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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변호사님과 회장님

세미나 중

변호사님들과 임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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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oming Events
• April
– UN 사무국 진출 세미나 (4월 1일)
– Diner’s Club (4월 9일)
– Museum Trip (4월 16일)
– NYU Easter Party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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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사무국 진출 설명회
• 주 유엔대한민국대표부는 유엔 사무국 인사실
(Office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과 협력하여 ‘제2차 UN
사무국 진출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내드린 이메일과 광고글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더
많은 한국학생들이 UN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

*주요 참가대상 : 학부 졸업예정자 및 대학원 재학 혹은 대학원 졸업생
*일시 : 2011년 4월 1일 (금) 오후 3시-5시
*장소 : Altschul Auditorium 417 IAB, 118th and Amsterdam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Columbia
University

행사일정 (영어 진행)
1. 주유엔대한민국대사 인사말
2. Information session by HR Office 30분
3. Q&A session 40분
4. Information session by UN Korean employees 20분
5. Q&A session 20분
RSVP: http://alturl.com/ra3i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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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er’s Club
이번달에도 어김없이 Diner’s Club 에서
여러분들을 맛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식당은 Peter Luger 라는
스테이크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한번
방문하셨던 분들의 너무나 뜨거운 재방문 요청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곳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1887년 부터 시작된 깊은 역사를 가진 스테이크
전문점 답게, 정말 최고의 스테이크를 느끼실수
있으실것입니다. Meat Lover들은 필히 참석
요망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통지될 이메일과 광고글을
참고하여주십시요.

장소: Peter Luger, Inc.
178 Broadway
Brooklyn, N.Y. 11211
날짜: 4월 9일 2:45PM
예약문의: 최정윤 917-364-4264,
jyc307@ny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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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 Tour
“Dia: Beacon” 은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한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
Contemporary Art] 갤러리 입니다. 허드슨 강변에 위치한 미술관으로 아름다
운 자연으로 둘러 쌓여있으며 뉴욕에서 보기 드문 대형 작품들이 여유로운 공간안에
자연광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Installation art로 유명
한 한국작가 구정아씨의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으며 , Sotheby’s에서 최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최신 현대 작가들의 collection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4월 갤러리
안 공원에 만발하는 벗꽃과 기차안에서 양옆으로 펼쳐지는 허드슨강의 풍광 또한
놓칠 수 없는 볼거리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통지되는 이메일 및 웹사이트를 참
고해주십시요.

“Dia: Beacon Contemporary Art museum”
일시: 4월 16일 토요일
집합 장소: Bobst Library 10am
문의사항: 강수진 문화복지국장 (646)-401-1777 (2soojin.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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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U Easter Party
많은 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새로운 파티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곳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Easter 를 주제로 파티를 하게
되었구요, 여러분들에게 전에 찾아보지 못하셨던

즐거움을 안겨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통지될 포스터와 안내글을 참고
하여주십시요.
장소: Club Circle
날짜: 4월 21일 (목)
시간: 9:30PM - 3:30 AM
Open bar:
All you can drink hours
(9:30PM - 10: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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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여러 Inter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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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장
김동윤 드림
dyk243@ny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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