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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15 직원소식

2015년 2월 16일 TMC 직원들은  비샨캠퍼스에서 
구정새해행사를 했습니다. 밝고 힘찬 새해를 
맞이하는 상징으로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4층 
강의장에 모든 직원이 모였습니다.  학교총장님 Dr 
Chin Kon Yuen께서 직원들과 새해인사를 나누고 
오렌지 2개씩 그리고 복돈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바베큐파티를 했습니다. 

2015년 1월 26일 자매학교인 강원대학교에서 
방문한 6명의 학생들은 비샨캠퍼스에서 TMC 
학생들과 직원들에게 전통차시음회를 
열었습니다. 
 
1층에 시음회 부스를 열고 다양한 한국 전통차를 
소개하고 시음회를 했습니다. 차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TMC 학생클럽 멤버들과 함께 시음회를 
열었습니다. 차와 함께 곁들일 스넥도 준비해서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시음회 이후에 강원대학생들은 전통차 시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여러가지 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구정 새해 행사

강원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한 전통차 시음회 

방문객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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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

2015년 2월 19일, 구정 첫날에 Dr Chin께서 
학생들과 직원들을 집에 초대하셨습니다. 서로 
교류의 시간을 갖고 새해 선물도 교환하고 점심 
부페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함께 모여서 새해에 복을 비는 풍속행사로 ‘로 
하이’ 혹은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의 ‘유 생’ 
이었습니다.  이러한 풍속행사를 처음 경험하는 
손님들에게는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유 생’은 새해에 행운을 가져온다는 의미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테이블에 모여서 
새해 행운을 빌며 잘게 썰은 생선, 당근과 배추같은 야채를 섞은 후 젓가락으로 함께 위로 높이 올리며 
젓가락까지 부딪히며 복이 오길 빕니다. 음식을 집은 젓가락을 높이 올릴수록 행운이 더 많이 온다고 믿습니다. 

TMC 아카데미에서는 2015년 1월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학사행정관련해서 안내하는 시간을 갖고 
TMC 학생클럽이 준비한 신입생 
팀빌딩활동과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직원, 학생클럽 맴버들이 함께 
신입생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서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입생들과 시간을 갖고 교류하는 것은 늘 
즐거운 일입니다. 다음 학기 신입생들도 
기다려집니다!

구정 새해 행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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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

TMC Academy는 자선단체인TOUCH 
Community Services에 의해 주선된 
멋진 호커 축제를 초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선단체 행사는 썬택 
싱가폴 컨벤션 전시장에서2014년 11월 
22일에 열렸습니다. 
 
3000여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호커센터 
음식을 사기 위해서 쿠폰을 구매했고 
폭립수프, 캐럿케잌, 스프링롤, 
허벌악어숲, 버즈네스트 음료, 새우누들, 
어묵누들, 찐빵, 치킨라이스, 
로스트오리라이스 등을 즐겼습니다. 
손님들은 다양한 음식을 즐기면서 그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50여명의 TMC 직원과 학생들은 쿠폰을 수집하는 주인을 도와주는 일, 접시를 반납하는 일, 
손님들에게 스티커를 발급하는 일 등 자발적으로 여러가지 역할을 하면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6명의 호텔경영학과 학생들은 VIP 손님들을 위해서 테이블 셋팅하는 일과 음식 서빙하는 일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Dr Chin Kon Yuen은 사회복지&가정부 장관인Mr Chan Chun Sing
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모든 쿠폰이 좋은 일을 하기위해서 모두 팔렸고 이벤트는 성공적으로 5시에 종료되었습니다.  

2015년 2월 21일에 동문들은 Dr Chin 을 뵙기 
위해서 댁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고 새해인사를 나누면서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 생’을 하고 맛있는 점심 부페를 
함께 했고 건강과 새해 소망을 빌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날에 오래된 동문들을 함께 만난것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멋진 호커 축제 2014

구정 새해 행사

동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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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활동

TMC 동문회는 2014년 12월 21일 Lee 
Ah Mooi 올드 에이지 홈에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러 
싼타 이벤트를 주선했습니다. TMC 
동문회원, 학생, TMC 직원 총 20명이 
자원해서 쌀, 식용유, 건식품, 
성인기저귀, 동문,학생,직원들로부터 
모금한 SGD534를 올드 에이지 홈에 
전달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병상을 모두 하나씩 
방문했습니다. 그들에게 선물가방을 
하나씩 전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노인분들이 사용하는 방언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시도하는 교류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과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시도했고 보청기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도와주었습니다. 교류의 시간 이후에 
노인분들은 디저트와 전통스넥을 드시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가라오케로 노래를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졌고 
이벤트는 싼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나타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마무리 지었습니다. 

싼타이벤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의미있는 그리고 잊을수 없는 ‘선물’의 시간이었습니다. 

올드 에이지 홈 방문

TMC 아카데미에 대해
TMC Academy는 1981년에 싱가폴에 설립되었습니다. 경영학과 계열, 영어, O 레벨준비과정, 호텔경영학과, IT, 방송홍보학과, 심리학과 학위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전
성공적이고 능력이 뛰어난 졸업생을 배출하는 학교.

미션
상호성장하는 문화에서 높은 수준의 실무중심 교육과 기술을 제공한다.

핵심가치
전문성– 높은 수준의 윤리, 신뢰, 투명성을 유지한다. 
친화성– 우리는 상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지속적인 협조로 가족과 같이 대한다. 
지속적인 성장–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늘 새롭게 자신을 개발한다. 
권한이양– 우리는 TMC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TMC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경험을 하도록 책임을 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