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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oming Events

안녕하세요 NYU KGSA 여러분들
봄학기를 시작하고 지난 두달간 저희 KGSA에 여러 행사들이 있었고
남은 학기 동안에도 많은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4/12

Violet Lights Party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졸업을 앞두신 분들께는 아쉽게도

이번학기의 하이라이트

이번에 있을 행사들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남은 학기도 저희 KGSA와

저희 KGSA에서 야심차게

함께 하셔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Violet Party를 준비했습니다.

– KGSA 임원 일동

4월 12일 목요일 at Circle

Past Events

선착순 100분께 티켓 $15에
판매합니다.

2/9

테이블 예약은 김도윤 국장님께

봄학기 개강 총회
이번 봄학기를 시작하며 2월 9일
목요일에 Kimmel Center에서
개강총회를 하였습니다. 본 행사
후 2차로 이어진 이번 개강총회는
이번 학기에 있을 행사들을 소개
하고, 친목을 다진 좋은 시간이
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dk1293@gmail.com으로
문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KGSA Facebook에 가시면 자세한
인포메이션 있습니다! 할인 티켓이 얼마 없으니 서두르세요.
4/25

Resume Seminar

저희 KGSA에서 4월 25일 수요일에 Kimmel
Center에서 레쥬메 세미나를 주최합니다.
레쥬메 작성부터 cover letter 작성 요령,

3/21

이민법 세미나

인터뷰 팁등 좋은 정보를 전해 드릴 예정이니
취업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을 많은 참여

지난 3월 21일 수요일 Kimmel Center에서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민법 자문이신 신성균 변호사님을 모시고
졸업 후의 취업 활동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하였습니다. 취업을 위한 이민법에 대한 개요,

문화 공연: New Broadway Musical “ONCE”

OPT 취득, F1/H1B 비자 취득, Green Card

지난 학기 아쉽게 불발되었던 오프오프

취득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해주셨습니다.

브로드웨이의 Once 뮤지컬 공연 관람

3/24

Diner’s Club
지난 3월 24일 토요일, 18세기 풍의 인테리어가
Diner’s Club

tbd

돋보이는, 매년 뉴욕에서 가장 낭만적인 레스토랑
으로 꼽히는 One if by Land, Two if by Sea
에서 Jazz Brunch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이번 문화 행사를 통해 브로드웨이의
새로운 뮤지컬로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4년전 한국에서 독립영화사상 흥행 1위를
달성했고, 아카데미 어워즈 주제가상을 거머쥔 아일랜드영화 <once>를
약 $45 학생 할인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선착순 7분께 드립니다. 4월 중에
계획중인 KGSA 문화행사 사항은 결정되는대로 KGSA 이메일과 KGSA
Facebook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성연
문화국장님께 syp306@nyu.edu로 연락바랍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 편집국장 이은미 eml365@nyu.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