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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MC 학교 소개 

TMC Academy는 1981년에 싱가폴에 설립되었습니다.

회계와 금융, 경영, 영어, GCE O레벨, 호텔관광경영, 인

포콤, 법률, 언론 및 심리 상담 등의 분야에서 교육 훈

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University of Northampton, 

University of Greenwich, University of the West of 

England in UK, Monash University, Western Sydney 

University, Griffith University and La Trobe 

University in Australia, 그리고 University of 

Missouri-Kansas City (UMKC) in USA. TMC 

Academy는 Certificate, Diploma, Higher Diploma, 학

사학위, 학위 후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인정받는 과정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립교육위원회(CPE)는 싱가폴스킬퓨처 위원회에 의해

서 사립교육법제도 하에 사립교육과 관련된 기능과 권

한을 수행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2010년 5월, TMC 

Academy는 CPE로부터 수여받은 에듀트러스트4년을 

인증받은 최초의 6개 사립학교 중 하나입니다. 해당 인

증은 유효한 상태입니다.  

씨티캠퍼스는 Middle Road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캠퍼

스는 전철역 인근의 접근성이 좋은 편리한 위치입니다. 

총 23개의 강의실, 열람실, 컴퓨터실,  트레이닝룸과 회

의실이 있습니다. 캠퍼스에 상주하는 정규직 직원은 60

명입니다. 

TMC는 학문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 학생들이 전인적

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학생들과 가까이서 꿈

을 실현시키는데에 도움이 되도록 “Every Step With 

You”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TMC에 관한 기타 필수 정보는 본교 웹사이트

(http://www.tmc.edu.sg)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2. TMC의 비전과 미션 

우리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세계적인 학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인정받는 인재

를 키우기 위해서 실무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실무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합

니다. 

 

3. 고객 경험 전략 

당사는 학생들의 본교의 다음과 같은 장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고객 중심의 편리한 강의 과정 

• 적절하고 정확하며 적시에 제공되는 정보 및 서비

스 

• 경험 많고 자격을 갖추고 열정적인 강사진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련하고 영감을 주며 

양성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그들과 함께 합니다. 

 

4. 서비스 보증 

모든 학습 과정은 사립교육위원회(CPE)에 등록되어 있

습니다(웹사이트 http://www.cpe.gov.sg 참조). TMC 

및 TMC 프로그램들에 관한 브로셔 및 마케팅 자료는 

정확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갱신하고 있

습니다. 또한 본교 웹사이트 및 마케팅 자료에 수록된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 과정 등록 - 선행 과목 및 요건 

입학을 위한 모든 선행 과목 및 여타 요건은 학생 계약

서 및 마케팅 자료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

원서는 전형료 납부를 포함하여 요구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이후에만 처리됩니다. 지원 서류가 미비한 경우

에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며 납부한 전형료는 환불되

지 않습니다. 

TMC는 심화전공 혹은 선택과목 중 과목을 개설할 충

분한 학생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학기에 과목을 개

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과정 등록 - 안내 자료 배포 

http://www.tmc.edu.sg/
http://www.cpe.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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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학생 및 학부모 또는 보호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본교 웹싸

이트나 브로셔에 제공 프로그램들에 관한 명확하고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학교 조직 및 개요 

• 과정 명칭, 기간, 학위 

• 과정 내용 

• 제휴 기관 및 대학교 

• 교수법 및 평가법 

• 과정 인정(accreditation) 상태 

• 수업료 및 여타 납부금 

• 선행 과목 및 입학 요건 

• 입학 조건 

• 여타 필수 정보 일체 

여타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 프로그램의 내역 

• 학생 비자 신청 과정  

• 다양한 학생 거주 방안 

• 학생 피드백 절차 

 

학생들은 프로그램 및 학업 계획에 관한 조언 및 상담 

제공 훈련을 받은 프로그램 상담원(Programme 

Advisor)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학점면제 신청 

학점 신청 대상인 TMC 모듈에 상응하는 수준의 학점

을 이전에 이수한 학생들은 학점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

니다. 학점면제 신청은 과정 신청 시점에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학점면제 신청은 학기 시작 후에는 불가

합니다. 

학점면제 신청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모듈에서 

최소한 이수(Pass) 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이 모

듈은 TMC 모듈 내용의 80%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

다. TMC는 학점면제 인정 기준을 임의로 설정할 권리

를 가집니다. 적격성 판단 근거가 되는 근거 자료(즉 

인증서, 성적 증명서 및 강의 개요)를 제출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학점면제가 인정되는 모듈에 대해

서는, 과정 수업료 총액에서 납부 면제 금액을 공제합

니다. 동 금액은 연도별로 결정합니다. 

 

8. 납부금 산정의 정확성 

금액 산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수업료 및 각종 납

부금과 납부 총액 및 내역을 부가가치세(GST) 포함 및 

미포함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본교의 정책입니

다. 향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행정비용에 대한 

리스트는 학생계약서에 첨부되며 TMC 웹싸이트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단 TMC는 

누락, 태만, 착오 또는 정부 법령에 의한 증액분으로 인

한 추가 수업료 또는 납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통보될 것입니다.   

수업료와 행정비용은 연도별 검토를 거쳐 변경될 수 있

습니다. 

모든 수럽료는 시험, 수업자료, 도서관이용료를 포함합

니다. 학생들은 제공되는 교재 외에도 교과서를 구입하

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패스웨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입학허가서에 기재된 

수업일자 대로 수강하는 경우, 서류전형시 받은 입학허

가서의 학비내역에 준해서 학비를 납입합니다. 하지만, 

학교 사정에 의한 변경사항이 아닌 재수강, 재등록 혹

은 휴학이나 연기신청으로 인해 입학허가서에 기재된 

예정된 수강일자가 변경된다면 변경된 해당시점의 학비

가 적용될 것입니다.  

 

9. 납부금 구조 

TMC가 부과할 수 있는 납부금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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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 *전형료 - 지원 시 납부 그리고 미환불 

ii. 수업료 등 - 다음 표 참조  

현

지 

학

생 

납부 총액 = 

수업료 

+ ^학비 보호 제도(FPS)  

+ #의료 보험(MI) 

유

학

생 

납부 총액 = 

수업료 

+ 유학생 학사 관리비(ISA) 

+ ^학비 보호 제도(FPS)  

+ #의료 보험(MI) 

 

*전형료는 추가적으로 과정을 등록하거나 Holiday 

English 과정을 등록할 경우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코스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FPS 는 학비 보호 제도 가입 보험료입니다.  본 문서 

제14절 학비 보호 제도를 참조하십시오. CPE승인을 받

은 단기과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정에 적용됩니다. 

# 의료 보험(MI)은 TMC 의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의료 보험의 보험료입니다. 본 문서 

제15절 의료 보험을 참조하십시오. 코스당 혹은 연간 

단위로 청구되며 추가적으로 과정을 지원하거나 납부했

던 보험기간에 운영되는 과정이 아닌 재수강 신청의 경

우에도 납입해야 합니다.  

iii. 기타 납부금 

- 해당하는 경우(예를 들어, 재수강비, 졸업식 참가비) 

납부합니다. 학생 계약서의 기타 납부금 목록 및 웹사

이트를 참조하십시오. 

 

10. 납부금 납부 방법 

납부금은 사립교육위원회 규정에 의거 수업기간에 따라

서 일시납(12개월 이하 과정) 또는 사전에 결정되는 기

일 내에 분할납으로 납부(12개월 이상의 과정)할 수 있

습니다. 학생들은 사립 교육 규정(Private Education 

Regulation)에 따라 특정된 과정의 등록은 보증금 또는 

선납금을 납부하도록 요구되지 않습니다. 

 

11. 비용납부 

납부금은 종류에 따라 TMC로 납부합니다. 전형료 및 

기타 납부금은 현금, NETs, 수표 또는 은행환으로 현

장 납부하거나 TMC 계좌로 전신환 입금할 수 있습니

다. 

예금주 :   TMC Academy Pte Ltd 

계좌 번호 :   003-911304-8 

SWIFT 주소 :    DBSSSGSG 

DBS 주소 :   DBS Shenton Way Branch, 6 Shenton 

Way DBS Building Tower 2, Basement Singapore 

068809 

납부금은 TMC의 입학 허가서(Letter of Offer)에 기재

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TMC 입학 허가서에 기

재된 납부 요령을 엄수하여야 합니다. 학비납부는 학생

계약서에 싸인한 후에 이뤄져야 합니다. 

납부금은 일시납 또는 입학 허가서에 기재된 Fee 

Payment Plan에 따라 분할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제학생의 경우, 계약서에 싸인한 이후 학비를 납부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비자승인 재요청이 거절된 경

우 학비환불규정에 따라서 환불조치합니다.   

모든 학비는 입학허가서와 학생계약서에 기재된 납부마

감일이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마감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료가 부가됩니다. 학비납부가 안되

면 수업에 출석할 수 없으며 등록이 취소됩니다. 

싱가폴에서 현장 납부하는 일체의 납부금은 싱가폴 달

러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제휴 기관 또는 학교와 공

동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안내되는 해당 외환

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송금 수표(외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싱가폴 달러 금액)에 의한 납부는 해당 기관 

또는 대학교를 직접 수취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TMC는 중개인의 역할을 하며 해외 기관 또는 대학

교를 대리하여 접수하는 납부금을 입금 처리하지 않습

니다. 당해 수표는 해당 해외 기관 또는 대학교에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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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처리합니다.  

외환 납부는 학생이 프로그램에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

에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학

생이 전형료를 외환으로 납부하는 경우, 본교는 납부 

시점에 적용되는 환율(Foreign Currency Exchange 

Rate)을 학생에게 안내합니다. 

 

12. 환불 정책 

TMC의 환불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서류전형비는 TMC에서 코스를 취소하거나 디

그리 파트너학교로부터 학생의 지원서가 거절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ii.      환불되는 수업료는 9항에 있는 학비표에 의거

해 처리됩니다.  

학비환불은 환불정책표에 의합니다: 

납부 총액 

중 환불 

금액 비율 

 

학생의 수강 철회 통지 

수령 시점 

[90%] 
(“최대 환불액”) 수업 개시일로부터 

[14] 일# 이전 

 

[50%] 
수업 개시일로부터 1 일 ~ [14] 일# 

이전 

[25%] 
수업 개시일로부터 1 일 ~ [7] 일# 

미만 

 

[0%] 
수업 개시일로부터 [7] 일# 이후 

 

a.   학생 계약서 서명일로부터 7 업무일## 간의 철회 

보증 기간(Cooling-off Period)이 있으며 학생이 이 기

간 중 자퇴하는 경우 최대 환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

니다. 

b.   환불은 자퇴 신청서와 함께 요구되는 서류 일체가 

완전히 제출된 후 7 업무일## 내에 실시됩니다. 

c.  10%의 환불 처리 수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최소 

$10. $200을 초과하지 않음). 모든 은행수수료는 학생

부담입니다. 

d.   TMC는 해당 과정의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는 인원

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수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리고 이러한 통보는 오리엔테이션 최소 2주전까지는 

학생들에게 통보될 것입니다.  

e. 과정을 TMC가 취소하는 경우 혹은 학생의 입학지

원서가 해당 대학교로 부터 거절된다면, 학생은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부담 없이 납부금 이연 

• 다른 과정으로 전과  

• 과정에서 자퇴하고 서류전형비 포함 납부금 

100% 환불 

f. 학생비자가 리뷰를 요청한 이후에도 이민국에서 거

절된 경우 그리고 학생이 이미 학비를 납부한 경우,  

• TMC에서는 지불된 모든 비용을 100% 환불합

니다. 

• 학생계약서는 무효로 인정됩니다.  

TMC의 권한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해외 제휴 기관의 

환불 정책에 따라 별도로 규율 되는, 제휴 기관과 공동

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의 환불 

정책은 TMC가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일체의 납부금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Goods & Services Tax)가 부과됩니다. 

# 역일 기준 

## 공휴일 및 휴교일을 제외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에 해당하는 TMC의 업무일 기준 

 

13. 학생 계약 

현지 학생 및 유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이 입학 과

정에서 입학 허가서를 수령한 후 TMC와 학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립교육위원회의 필수 요건입니다. (주

의: 학생 계약은 50 시간 또는 1 개월 미만의 비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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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등록의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싸인하기 전에, 학생은 내용을 읽고 다음의 

정보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코스 기간과 풀타임과 파트타임 여부 

 수업시작일과 종료임 

 공휴일 일정 

 시험일정 

 기말고사 이후 3개월 내에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날짜  

 수료증이나 학위증의 수여일자 

 수료증이나 학위증 수여 기관, 학교명칭, 과정 

개발자 혹은 제공자의 정확한 이름 

 학생이 지불하는 모든 비용의 요소 

 학비납입이 연체되는 경우의 비용을 포함하여, 

학비납입일정 

 사립학교의 학비환불 규정 

학생 계약은 향후 분쟁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므로 등

록 전에 학생이 완전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학생 계약

에 관한 정보는 본교 웹사이트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생에게 전달됩니다. 

학생은 당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이해하고 다

음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i.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어떤 과정 수업료도 

납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ii.      계약서 원본 2부에 서명하여 1부는 학생이 보

관합니다.  

iii.     TMC 및 학생이 계약 수정 사항에 서명하지 않

는 한, 계약서 서명 후 어떤 내용도 수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수정본은 TMC와 학생 쌍방간에 모두 계약서에 싸

인하게 됩니다.  

 

14. 학비 보호 제도(FPS) 

사립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라 본교는 학비 보호 제도

(FPS)를 실시하여 학생이 납부하는 모든 납부금*에 대

한 완전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용 가능한 FPS 제도

는 에스크로우 및 보험이 있습니다. TMC는 학비보호보

험제도로 학생들의 학비를 보호합니다. 

*  모든 납부금은 전형료 및 기타 납부금을 제외하고 

TMC에 등록하는 학생이 납부하는 모든 금액을 지칭합

니다. 부가가치세는 보호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

다. 

•  보험 제도 

TMC는 학생 등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Lonpac Insurance Bhd 의 보험 기본 계약(Master 

Insurance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다. 당해 보험 

기본 계약은 본교 웹사이트 http://www.tmc.edu.sg에

서 확인할 수 있으며, TMC에 납부한 납부금을 보상받

을 수 있는 사유 등을 규정합니다. 

 

15. 의료 보험(MI) 

TMC는 EduTrust 인증 제도에 따라 사립교육위원회가 

요구하는 의료 보험(MI) 제도를 모든 본교 학생에게 제

공합니다. 본 의료 보험 제도는 과정 기간 중 연간 보

상 한도 20,000 싱가폴 달러, 정부 및 공공 병원

(restructured hospital)에서 B1 급 이상의 병실 제공 

및 싱가폴 및 해외에서 24 시간 보장(학생이 학교 관련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등의 조건으로 혜택을 제공합니

다. 

학생들은 학생당 S$20,000 보상한도로 사망이나 영구 

불구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됩니다. 

싱가폴 내에서 자체적으로 의료 보험에 가입한 전일제 

현지/영주자 또는 비 학생 비자 유학생은 상기 의료 보

험 제도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정 

입학 전에 의료 보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의료 보험 제도는 시간제 학생의 경우 필수 요건이 

http://www.tmc.edu.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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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16. 학생 비자 및 이민 규정 

유학생이 싱가폴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학생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학생 비자 신청서 처리는 

TMC가 담당하며 승인은 싱가폴 이민국(Immigration 

and Checkpoints Authority)이 담당합니다. 

유학생은 일일 수업 시간 최소 5 시간 이상 등 이민국

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학생 비자 기간 

중 유학생의 근로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추가 정보는 

http://www.ica.gov.s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

국 규칙 및 여타 싱가폴 법령 위반의 경우 학생 비자가 

즉시 취소됩니다. 

ICA에서 학생비자승인이 된 이후에만 싱가폴에 입국할 

것을 권합니다.  

학생들은 ICA로부터 학생비자를 수령할 때 SGD60 혹

은 SGD90(국적에 따라 다름)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제학생은 이민국에 의해 학생비자승인이 되기전에는 

어떠한 거주지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학생

비자가 거절된 경우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7. 보증금 

TMC가 EduTrust 인증을 획득한 관계로, 학생 비자를 

받아 전일제 과정에 등록한 유학생은 TMC 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싱가폴이민국(ICA)에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요구되지 않습니다. 

 

18. 학생 서비스 

TMC는 입학 전 상담, 유학생 지원 및 학생 비자 처리 

등 입학 전 서비스는 물론 입학 후 학사 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학생 서비스를 본교 학생들에게 제

공합니다. 

특히 신규 유학생의 경우, TMC는 공항 픽업 및 숙박 

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 서비스 관련 양식은 입

학허가서와 함께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학생 지원 서비스에 관한 안내는 웹사이트 및 학교 요

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출석 요건 

관계 당국(예를 들어 이민국) 및 TMC가 규정하는 출

석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요건을 준수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

다. 

• 과제 또는 시험 응시 불가: 학생이 모듈 최저 출석률

(모듈 당 75%, TMC Hawthorn과정과 TMC 고유의 프

로그램에 적용)에 미달하는 경우 

• 퇴학: 평가를 위한 출석 요건 정책(the Attendance 

Requirement for Assessment Policy) 및 징계 정책

(the Disciplinary Policy)에 따른 경고 및 상담에도 불

구하고 학생이의 출석률이 개선되지 않거나 수업에 지

속적으로 결석하는 경우 

• 학생 비자 발급 거부: 유학생 재지원 또는 갱신 시점 

월간 출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일제 유학생: 최소 90% (전 과정) 

• 전일제 현지 학생: 최소 75% (모든 과정에 해당함) 

 

학교에서는 ICA에 매달 출석률이 90%미만인 학생이나 

타당한 사유없이 연속해서 7일 혹은 그 이상 결석하는 

학생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 학생 이동 정책 

학생 이동 정책은 과정 완료 전에 발생하는 다양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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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전학 및 자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학생 이동을 

규율합니다. 모든 자발적 학생 이동 요청은 모든 서류

를 받은지 7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과정 변경의 경우, 동 정책은 TMC가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미사용 납부금의 이관에도 적용됩니다. 

단, 제휴 기관과 공동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TMC의 권한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당해 제휴 해당 규

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자발적 이동은 동일 기관 내에서 과정을 이동하거나 동

일 과정 내에서 특정 모듈을 다른 반으로 이전하는 조

치를 학생이 신청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자퇴하는 경우

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신청은 구두로 접수되지 않으며 TMC에 서면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당해 신청은 학부모 또는 보

호자의 승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신청서는 TMC의 

승인을 필하여야 합니다. 

•  과정 변경 

과정 변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 현재 과정을 완료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정 변경(예:경영에서 IT diploma로 변경) 

- 코스 스케쥴 변경 

- 최종학위변경(예: University of Greenwich 학위에서 

University of Northampton 학위로 변경). 최종학위변

경은 학위 프로그램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하이어디플로마 학생들: 첫째달에 요청된 변

경신청은 비용이 무료입니다. 그다음부터는 비용이 청

구됩니다. 

당해 신청은 1 개월의 사전 통지 후 TMC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생의 구두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

니다. 행정적인 비용은 환불 또는 이관이 불가합니다. 

모든 신청서는 TMC의 승인을 필하여야 합니다. 학생

은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받게 됩니다. 해당하는 

경우, 신규 입학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학생은 수업 출석을 중지하여야 하며 학생 계약은 해지

됩니다. 신규 학생 계약서가 발행되어 학생이 서명합니

다. 

유학생은 현재 학생 비자를 반환하여 취소 받아야 하며, 

어떤 수업에도 출석할 수 없습니다. 신규 학생 비자를 

신청하게 되며 모든 처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유학생

은 신규 과정에 대한 신규 학생 비자를 이민국이 승인

할 때까지 본국에 돌아가 있도록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은 수업료는 이관 신청이 수

락되는 경우 신규 과정으로 이관됩니다. 유학생의 경우 

이는 신규 학생 비자 승인을 조건으로 합니다. 

미사용 수업료가 신규 과정에 대해 납부하는 수업료보

다 많은 경우, 납부금 전액이 환불되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 미사용 수업료가 신규 과정에 대해 납부하는 금

액보다 적은 경우, 학생은 차액을 납부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과목전환 

과목전환은 한 과목에서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험 응시 좌석 지정과 관련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

로, 학생은 서면으로 TMC에 통지하고 모든 신청서는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시험반 이전에 대한 행정처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과정 자퇴 

과정 자퇴는 과정 수료 전에 과정 이수를 중단하는 경

우를 지칭합니다.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학생 서비스 

지원 카운터에서 필요한 양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

청서가 처리된 후, 학생에게 자퇴 확인서가 발급되며, 

학생 계약은 해지되고 당해 학생은 더 이상 TMC의 학

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학비 보호 제도의 계정도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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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자퇴하는 학생이 공식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학생은 여전히 재학생으로 간주되고 수업료 납부에 대

한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유학생은 해당 양식을 제출하는 즉시 학생 비자를 반환

하여 취소 받아야 합니다. 

차회 분할 납부 기일 전에 자퇴가 이루어지는 경우 선

납한 분할 납부금은 포기해야합니다. 

• 과정 휴학 

과정 휴학은 학생이 현재 과정에서 최대 6개월 간 학

업을 임시로 중단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학생은 학생

서비스 지원 카운터에 비치된 해당양식을 작성해서 학

생서비스 지원 카운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 통지가 

수령되지 않은 경우, 학생은 여전히 재학생으로 간주되

고 수업료 납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기납

부되고 미사용 된 수업료는 학생이 TMC에 복학할 때 

해당 학기로 이관됩니다. 

비자발적 이동은 학생이 징계 정책 및 평가를 위한 출

석 요건 정책의 규정에 따라 비행 또는 학업 성적 저조

로 인해 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는 경우 발

생합니다. 학생은 경고 서한을 받고 학부모 또는 보호

자(18세이하의 학생들의 경우)는 공식적 통지를 받습니

다. 

• 정학 

정학의 경우, 학생은 정학 통지서에 기재된 기간 내에 

학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된 수업료는 TMC

가 승인하는 경우 학생이 복학할 때 해당 학기로 이월

됩니다. 

• 퇴학 

퇴학 처리된 학생은 과정에 복학할 수 없습니다. 미사

용 된 납부금 일체는 환불 또는 이관이 불가합니다. 단, 

차회 분할 납부 기일 전에 퇴학이 이루어지는 경우 선

납한 분할 납부금은 환불될 수 있습니다. 

• 결석으로 인한 퇴학 

학생이 1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결석하는 경우, TMC가 

학생에게 서면으로 연락하여 등록 상태를 파악합니다. 

이에 대해 1 주일 내에 답신하는 것은 학생의 의무이

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생은 퇴학 처리됩니다. 

당해 학생은 TMC 또는 제휴 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납

부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여전히 부담합니다. 이를 납

부하지 않는 경우, TMC는 당해 사건을 소액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유학생은 다양한 학생 이동으로 인한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현재 과정에 따른 학생 비자는 취소되

며 신규 과정에 대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학

교는 학생이 공식적으로 자퇴하지 않고 출석 요건에 미

달한 후 연락에 회신이 없는 경우 “실종”(MIA) 학생을 

이민국에 신고할 것입니다. 

 

21. 등록 유형 

전일제: 이 경우 일반적으로 학생이 과정 프로그램에 

따라 통상적인 주간 업무 시간 중 학업을 이수하도록 

요구됩니다. 당해 시간 중 모듈이 제공되지 않는 예외

적인 경우, 학생은 주말 또는 야간에 제공되는 수업에 

출석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제: 수업시간은 주중 야간 또는 주말에 제공됩니다.  

 

22. 피드백 방식 

TMC는 학생의 피드백을 환영합니다. 학생은 다음 연

락처에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

다. 

Registrar’s Office – Academic Services & Quality 

Assurance 

Attn : Ms Ivory Tan/Ms Belinda Kok 

전화 : +65 6690 9588 

전자 우편 : qa@tmc.edu.sg 

mailto:qa@tmc.edu.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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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C는 우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즉시 또는 21 업무

일 내에 사안 조사 후 해결을 할 것입니다. TMC가 우

려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TMC는 해당 사안 및 

해당자를 사립교육위원회 학생 서비스 센터(Student 

Services Centre)에 회부할 것입니다

(http://www.cpe.gov.sg). 2개의 중재기관은 Singapore 

Mediation Centre와 Singapore Institute of 

Arbitrators 입니다.  

• 학생 헬프 데스크 

학생은 해당 캠퍼스의 과정 관리자(Course 

Administrator)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생활 상담 

학생은 과정 관리자 및 강사들에게 일반적인 학업 및 

비학업 관련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문제와 

관련한 상담을 통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전문 상담원

들에게 예약을 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 헬프 라인 

학생은 다음과 같은 학생 헬프 라인에 전화를 하여 도

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 +65 6690 9588 

• 업무 시간 후 긴급 유학생 헬프 라인 

학교 업무 시간 후 긴급한 경우, 유학생은 본교의 긴급 

학생 헬프 라인 +65 9671 2110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23. 학생 자료 비밀 유지 

학생이 제공하는 일체의 개인 자료 및 정보는 그 기밀

성이 엄격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TMC에 위탁하는 학생

의 개인적 내역 및 기밀 정보의 기밀성이 침해되지 않

도록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합니다. 법률, 정부 기구 

및 관련 제휴 학교 및 공인 기관이 규정 또는 과정 요

건 또는 싱가폴 법원의 명령에 의해 내부적 사용 목적

으로만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한, TMC는 학생의 어떤 

개인 정보도 학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떤 승인되

지 않은 제3자에게도 공개하지 않기로 약정합니다. 

 

24. 차별 금지 정책 

TMC는 싱가폴의 차별 금지 관련 법령 및 정부 정책을 

준수합니다. 본 차별 금지 정책은 TMC 프로그램 및 

활동에 있어 학생 선발, 입학, 유지, 퇴학, 항소 및 처

우에 적용됩니다. 

25. 장애 학생에 대한 규정 

TMC는 교육과 훈련을 받는데에 있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동등

하게 대우받고 학습 및 생활할 수 있게 관심을 기울입

니다. TMC는 그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데에 적합한 시

설물을 갖추고 그들을 돕기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에 최선을 다합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장애로 인

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할 것이며 학생지원서 

양식에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고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본 문서에 기재된 정보는 인

쇄 시점에 한해 정확성을 유지합니다. TMC는 본 정보

를 사전 통지 없이 언제라도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

다. 

 

http://www.cpe.gov.s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