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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C 아카데미 오픈하우스 2017

TMC 아카데미는 4월 7~8일 이틀동안 
오픈하우스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사진들에 
의해 CV 라이팅, 칵테일 제조, 모바일앱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워크샵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다문화음식행사에 직접 만든 
음식들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싱가폴, 인도네시아, 미얀마, 한국, 태국, 
중국학생들이 각자 팀을 구성하여 자신의 
국가음식을 소개해주면서 음식을 통해 다른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졸업생이며 현재 싱가폴 홍보기관인 IPRS
에서 학생챕터대표인, Laleetha 양을 초대하여 
퍼스널그루밍 워크샵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학생클럽 멤버 학생들은 풋볼토너먼트, 
퀴즈콘테스트, 플리마켓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는 등 오픈행사이벤트를 다채롭게하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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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C Academy celebrates World Health Day

세계 건강의 날을 맞아, TMC아카데미의 
직원들은 2017년 4월 13일 과일세션을 
가졌습니다. 

이번 연간 계획은 HR 어시스턴트 매니저인 
Julia씨가 건강한 직장만들기 목표를 가진지 

9번째 해를 맞아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과일세션을 준비한 것입니다.

Westlite Dormitory Photography Workshop

2017년 4월 25일, The Westlite Dormitory 
Management Pte Ltd의 직원들을 위한 기초 
포토그래피 & 비디오 교육이 TMC의 매스컴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총 15명의 참가자가 카메라 마스터하는 법, 
창조성, 구도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사진 
잘 찍는방법 등을 배우는 기초 포토그래피 
워크샵에 참여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휴대폰 카메라로 개인사진 기술 
향상법에 대한 질문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최고의 
카메라는 항상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카메라라는 것입니다.  

5시간의 워크샵은 우리의 CEO이신 Ms Yeow 
Cheng Khim씨가 참가자들에게 참가수료증을 
수여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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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udent Club Committee

2017년 5월 4일, TMC 아카데미는 새로운 
학생클럽위원회를 임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학생임원위원회 (Student EXCO)
와 직원임원위원회 (Staff EXCO)로 
구성되어있습니다. TMC아카데미의 CEO
이신,Yeow Cheong Khim씨가 임명장 수여를 
위해 초대되셨습니다.

TMC학생클럽은 2006년에 학생들을 발전시키고    
조직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기위하여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TMC 학생들이 좀 더 
균형있고, 강화되고, 다양한 캠퍼스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임명자들을 환영 이외에도, 이전 
학생회 멤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식도 
진행되었습니다. 감사의 표시를 이전 위원회 
멤버이셨던 Ms Yeow씨께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TMC College ‘O’ Level Progression Talk

TMC College에서 학생들의 이해와 목표설정, 
학업선택들을 돕기위한 진학세션이 
이루어졌습니다. TMC College의 Mr Alex
선생님께서 개화사를 진행하셨습니다. 
뒤이어, TMC의 교무과장님인 Ms Pauline씨가 
진학세션을 진행하셨습니다. 

Ms Pauline씨가 학업 및 진로선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는 동안, 진학 및 진로에 
대한 유인물이 학생들에게 배부되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선생님, 코스컨설턴트들로부터 
조언이 필요한학생들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그들의 학업관심도와 목표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함으로써 이 세션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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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C 아카데미는 1981년에 싱가폴에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학위프로그램과 
사업&경영, 영어과정, 호텔관광경영학, IT, 매스커뮤니케이션 및 심리&상담학 등 다양한 
전공과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젼  
성공적이고 우수한 졸업생을 양성하는 일류 교육기관

미션  
우리는 학생들이 자라는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코스와 산업에 관련된 능력, 지식을 전하는데 
전념합니다. 

핵심가치  
Professionalism – 우리는 가장 높은 도덕, 책임, 그리고 투명도의 기준에 대해 지지합니다. 

Affinity – 우리는 관계, 그리고 스스로와 서로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지지하며 하나의 가족으로 
여기는 것을 가치로 여깁니다.

Continuous Improvement – 우리는 탁월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단호하고, 우리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Empowerment – 우리는 우리 브랜드 엠버서더로서 TMC경험을 격려하고 강화시키는데 
우리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TMC 아카데미 소개

TMC는 4월 20일 목요일에 산토 토마스 대학교에서 온 단체학생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방문은 
싱가폴 교육에 대한 관점에 대해 소개, 대학생들의 열망에 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필리핀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 세미나세션진행과 캠퍼스투어를 해줌으로써 싱가폴 학생들의 
모습을 잠깐이나마 보여줄 수 있어 기뻤습니다. 

TMC Academy welcomes students from 
University of Santo Tom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