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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YU KGSA 여러분들

취업 설명회

개강 총회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것 같은데 벌써 미드텀이 끝나고

한국의 대기업인 포스코와 에버랜드에서 10월 21일 금요일과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10월 11월 두달간 저희 KGSA에 여러

11월 2일 수요일에 NYU 학생들과 취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행사들이 있었는데 많은 참여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학기도 저희 KGSA와 함께 하셔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 KGSA 임원 일동
포스코 인재혁신실 임보영 매니저님께 NYU KGSA를 대표하여
취업 준비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Past Event

Q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나요?
A Open mind, Creativity, Global 사고를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특히 대기업에서는 멀리 바라보고 팀원으로써 같이 협력하는

Halloween party

것이 중요합니다.
Q 인터뷰시 중점을 두시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A 자신의 경험담을 통한 진솔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Q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A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향후의 vision을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자기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은 극복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서두르지 말고 겸손하게 career를 쌓아가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지난 10월 27일 금요일에 NYU Halloween party가 클럽 써클에서
열렸습니다. 저희 NYU 학생들을 비롯하여 이웃학교 Columbia,
Parsons, FIT, CUNY, SUNY, SVA, Pratt 그리고 동부에 있는
Harvard, MIT, Yale, UPenn 등 수많은 학교에서 오셔서 저희 첫번째
파티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파티를 빛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셨던 분들 모두 좋은 시간 갖으셨기를 바랍니다.

Upcoming Events
문화 공연: “Once” a new musical
4년전 한국에서 독립영화사상 흥행 1위를 달성했고,
아카데미 어워즈 주제가상을 거머쥔 아일랜드영화
<once>를 무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KGSA와 함께

Diner’s Club
Diner’s Club의 첫번째 모임이 지난 10월 14일
Diner’s Club

하세요. 11월 15일부터 1월 1일까지 이스트빌리지의
New York Theatre Workshop에서 New Musical
Once가 공연됩니다. 학기가 끝나는 12월 21일 경에

금요일에 Greenwich Grill 에서 열렸습니다.

계획중인 KGSA 문화행사 사항은 결정되는대로 KGSA 이메일이나

곧 또 한번의 모임이 있을 예정이니 기대

KGSA Facebook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많이 해주세요.

박성연 복지국장님께 syp306@nyu.edu로 연락바랍니다.

Resume Seminar
저희 KGSA에서 취업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을
위하여 11월 8일 화요일에 Kimmel Center에서
레쥬메 세미나를 주최하였습니다. KGSA 최낙준
회장님께서 레쥬메 작성부터 cover letter 작성
요령과 인터뷰 팁등 좋은 정보를 전해주셨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뉴스레터를 보시고 보완할 점 혹은 다음 달 호에 실었으면 하는
소식 (전시, 공연, NYU 행사 등) 있다면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nyukgsa.com 이나 Facebook NYUKGSA도 찾아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편집국장 이은미 eml365@nyu.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