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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U KGSA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09년 봄학기 회장 김대호입니다.

인사말

아직은 봄학기라는 말이 무색한 추운 계절이지만, 뉴욕 맨하튼의 겨울은 세계 경제/문화의 중심지답게 겨울답
지 않은 활기와 낭만이 가득한 곳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멋진 뉴욕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한껏 즐길
수 있는 유학 생활을 위해, 이번 학기 저희 KGSA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봄학기에는 NYU KGSA 가족 여러분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중점을 두고 다음
과 같은 신규 활동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Renewal: 3월초 Open을 목표로 기존의 낡은 KGSA 홈페이지의 대대적 Upgrade를 통해 입학/ New York
Life/ 취업 등 유학생활 관련 회원/비회원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Newsletter 발간: 매월 초 e-newsletter를 통해 KGSA의 각종 이벤트 및 취업/ 학교생활 관련 News를 Update 해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Korea Culture Festival: NYU에 재학중인 미국 및 다른 International students에게 한국을 보다 잘 알리자는 취지에
서 오는 3월 7일(토) Korea Culture Festival을 주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NYU/Columbia Happy Hour, Diners’ Club, Apple Tree 등 기존 행사들도 더욱 Upgrade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 뵐 예정이오니, 이번 학기에도 저희 KGSA에 사랑과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참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2월

회장 김대호 드림

NYU KGSA 회원 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2008학년 가을 학기에 이어 2009년 봄학기에도 NYU KGSA 부회장을 맡은 성지담 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2008년을 보내고 맞이한 2009년도 벌써 1월이 지나 2월로 접어들고 있군요.
2008년 가을 학기에 이어 2009년 봄학기에도 저희 KGSA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특히 회장님이 강조한 것과 같이 이번 학기에는 학생과 학생회의 커뮤니케이션 향상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홍보 팀이 새로 신설 되어 매달 초 KGSA NEWS LETTER 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찾아 뵙게 될 것입니다. 저의 KGSA NEWS LETTER에는 KGSA이벤트뿐만이 아닌 NYU와
뉴욕 시 전체에서 일어나는 볼거리 먹거리들을 실을 예정이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 이용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 팀과 힘을 합쳐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에는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자 기획된
Korean Culture Festival가 있을 예정이니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위에서 소개된 이벤트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있었던 다이너스 클럽, 콜롬비아와의 HAPPY HOUR,
애플트리의 봉사활동이 2009년 봄학기에도 계속 있을 예정이니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KGSA는 대학원생 여러분께 더 많은 즐거움과 더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이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들을 위해 성심을 다해 일하고 있는 저희 각
팀의 팀장 그리고 부 팀장들을 위해 부디 보다 많은 이벤트에 참석하셔서 저희와 함께 즐거운
2009학년 봄학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200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09년 봄 학기도
저희 KGSA와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십시오.
감사합니다
2009년 2월

부회장 성지담 드림

이벤트 팀
팀장: 배상희
• Stern Marketing, Ph.D.
부 팀장: 이수훈
• CIMS Math, Ph.D.
부 팀장: 한보영
• Steinhardt TESOL
부 팀장: 윤용석
• Sports Business

재무 팀

Apple Tree

팀장: 최재원

팀장: 한정민

• Stern Finance, Ph.D.

• Steinhardt TESOL

부 팀장: 이종호

부 팀장: 김국성

• CIMS Math

• Real Estate Development

부 팀장: 박현주
• Steinhardt TESOL

Diners’ Club

리크루팅

팀장: 최지아

팀장: 구자영

• Steinhardt TESOL

• Stern MBA

부 팀장: 김혜나

부 팀장: 박소라

• GSAS Toxicology

• Stern Accounting, Ph.D.

강우성
• GSAP Psychology

 홍보 팀
팀장: 김현규
• GSAS Economics

부 팀장: 배은정
• Steinhardt Piano performance

 정보 팀
팀장: 방성현
• GSAS Information System

부 팀장: 김윤일
• GSAS Computer Science

KGSA 2월 EVENT
 Happy Valentine's NYU ♥ Columbia (2009 NYU-Columbia Mixer)
•
•
•
•
•
•

일시: 2월 12일 목요일 오후10시-오전4시
장소: Duvet (45 W 21st St)
금액: $15 pre-sale / $20 at the door
판매처: NYU KGSA
웹사이트: http://www.duvetny.com/
문의: 이벤트 팀 (팀장: 배상희 sbae@stern.nyu.edu)

 2월 다이너스 클럽 모임
•
•
•
•
•

일시: 2월7일 (토)
장소: Friend Of A Farmer
77 Irving Place, New York, NY 10003
금액: 미정
웹사이트 : http://www.friendofafarmernyc.com/
문의: 다이너스 팀 (팀장: 최지아 freesia83@gmail.com)

KGSA 2월 EVENT
 2월 다이너스 클럽 모임
• 일시: 2월 18일 (수)
• 장소: Saravanaas (Indian)
81 Lexington Ave. (26th St.)
Manhattan, NY 10016
• 금액: 미정
• 문의: 다이너스 팀 (팀장: 최지아 freesia83@gmail.com)
• 웹사이트 :
http://www.zagat.com/Verticals/ProPertyDetails.aspx?VID=8&R=100589 /

NYU HOT NEWS
Flamenco Festival
•
•
•
•

일시: 2월 15일 일요일 7시
장소: NYU Skirball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금액: $50~$40
판매처: Shagan Box Office at the Skirball Center

NYCCC’s 24th Annual Lunar New Year Festival
•
•
•
•
•
•

일시: 2월 21일 토요일 오후 8시
장소: NYU Skirball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금액: $35-$25
연락처: 212-992-8484
티켓 판매처: shargan Box Office at the Skirball center
중국식 음악과 춤을 즐길 수 있는 신년 맞이 축제

 Film Screening –HomeGrown: HipLife in Ghana
•

일시: 2월 24일 화요일 오후 6시-8시

•

장소: Kimmel 802

•

금액: FREE (RSVP at www.cmep.nyu.edu)

•

HipLife는 10년 전 힙합과 서아프리카 전통음악 High-Life이와 퓨전되어 생겨난
음악; 가나 Accra에서 시작하여 월드투어까지, HipLife의 10년간의 머나먼
여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그린 영화



Talking : CEOs in the Arts Series: Emily Rafferty, Presiden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
•
•
•

일시: 2월 27일 금요일 오후 6시-8시
장소: Einstein Auditorium, 34 Stuyvesant Street
금액: FREE
연락처: 212-998-5424
MET’s에 1975년에 입사하여 25년 동안 Development office에서 어시스턴트로
근무한 뒤 3년 전 MET’s의 President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뉴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areer Women 100명 중 한 명 Emily Rafferty와의 만남

NEW YORK
 20&20
• 기간: 1월 26일- 2월 8일 (only 2 weeks)
• 웹사이트: http://www.20at20.com/
• 오프 브로드웨이 쇼를 단돈 20불에 즐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맺음말
저희 KGSA의 첫 번째 NEWS LETTER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도 많고 보완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달 호에서는 더욱 많은 소식 그리고
더욱 알찬 내용으로 학생 여러분을 찾아 뵐 것이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팀장 김현규
부 팀장 배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