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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졸업식

2014년 10월 18일, 래플즈 시티 컨벤션 센터에서 TMC 졸업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즐거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약 300명의 졸업생, 귀빈, 
직원,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졸업식엔 Dr Chin Kon Yuen (TMC Academy 교장), Dr Hew Gill (TMC Academy교무과장), Stephen Hill교수(국립교육 연구원, 글로체스터 
대학(University of Gloucestershire)의 기업개발팀 과장)가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행사에서 졸업생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졸업식에서 전문학위(Diplomas), 고급전문학위(Higher Diplomas), 준석사학위(Graduate Diplomas), 학사학위(Degrees)는TMC Academy와 
우리의 자매학교인 글로체스터 대학교(University of Gloucestershire), 그린위치 대학교(University of Greenwich), 모나쉬 대학(Monash College) 
관계자에 의해 수여되었습니다. 졸업생들은 비즈니스와 회계학, 서비스업 및 관광 관리학, IT 및 매스컴학 뿐만 아니라 심리학 등 다양한 
학과가 배출하였습니다.
 
졸업식에선 각 코스에서 뛰어난 성적을 취득한 우수 학생들의 노력이 인정되는 시간도 가졌으며, 그 중 몇몇은 그 간의 고된 학업, 도전, 
즐거웠던 수업, 동지애, 우정등을 돌아보며 짧은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는 졸업생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된 음식과 칵테일 연회로 끝이 났습니다.
 
TMC 아카데미의 관리자 및 직원들은 자신의 학문적 업적을 이룬 우리의 모든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또한 그들의 미래에 
늘 성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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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

2014년 10월 29일, 우리의 비샨 
캠퍼스에서 2년 연속 할로윈 
이벤트가개최되었습니다 . 
올 해 의 테 마 는 ‘ 유 령 의 
병동’으로, 보육 및 보호시설의 
두 개의 미로 같은 방으로 
꾸며졌으며, 티켓 소지자들은 
스릴을 경험하며 간식과 음료를 
4 달러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받았습니다. 몇몇은 자신이 
좋아하는 귀신을 보기위해 
티켓을 재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는 긍정적인 리뷰를 
얻었으며학생들과교직원 
모 두 의 적 극 적 인 참 여 를 
이 끌 어 냈 습 다 .이 벤 트 를 
조직하고 훌륭히 수행해낸 TMC 
학생 클럽에 축하를 전합니다!

2014년 할로윈 행사

인사과는 건강한 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싱가포르의 
건강 진흥위원회와 함께, 2014년 9월에서11
월까지줌바 피트니스 해변 워크아웃 세션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줌바는 경쾌한 라틴 음악과 함께 
심장혈관을 단련하는 에어로빅 춤인 반면, 해변 
워크아웃은 복부 근육과심장혈관의단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번세션은 동료들과 함께 운동하며 
동료애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원하는 
열정적인 직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줌바 휘트니스와 해변 워크아웃 세션

직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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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소식

Great Eastern 여자 달리기 대회

지난 11월 9일, 2014년도 Great 
Eastern 여자 달리기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할 수 있는 
기 회 를 제 공 했 습 니 다 . T M C 
직원팀은싱가포르플라이어 
( Singapore   Flyer )   를기점으로  
마리나  베이  샌즈  (Marina Bay 
Sands), 풀러튼 호텔(The Fullerton 
H o t e l ) 과 벤 자 민 쉬 어 스 
다리(Benjamin Sheares Bridge) 
같은 다양한 명소를 지나는 코스로 
달리기를 이어갔습니다. 경주를 
마친 후,참가자들은종점인 마리나 
베이 (Mar ina  Bay)  에서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과 카니발 
활동에 참여하는 재미를 누리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말과 10월 초에 걸쳐, 30
명이 넘는 태국 Yothinburana학교의 7-9학년 
학생들이 TMC 아카데미를 비샨 캠퍼스를 
방문하여 웹디자인 수업에 참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수업의 하이라이트는Flash
와3D Studio Max였습니다. 학생들은 몇몇 
애니메이션 기술과  화면상의 3D 객체 생성 
과정을 배워보며 즐거워했습니다. 5일간의 
수업 일정을 마치고 학생들 모두는 수료증을 
받았으며, 또한 교장인Dr Chin Kon Yuen은 
Yo t h i n b u r a n a학교의교사진들에게도 
학생들을 대동한TMC 아카데미 방문에 대해 
감사하는 의미의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태국 학생들의 방문

방문객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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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소식

지난 2014년 9월 28일, 중국 Chaoshan 청년 기업가 
대표단은 광동성 Shantou시 청년 동맹위원회의 
사무장인 Ms Chen Wanxue의 동행 하에 비샨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Shantou Weibang 
호텔산업 서비스센터와 TMC 아카데미 양측이 호텔 
경영 교육에 대한 양해 각서 (MOU)에 서명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번 체결식에서, 교장인Dr Chin Kon Yuen은 TMC 
아카데미와 우리학교 서비스업 프로그램만의 독특한 
강점과 성공력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Shantou 
Weibang 호텔산업 서비스센터의 총괄자인Mr Wu 
Weixiong 역시 이번 행사에서 연설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양 당사자는 업계의 우수한 호텔 관리 
직원의 훈련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Shantou의 지역매체에서도 귀빈들과 동행하여 MOU 
체결식을 취재했습니다.

중국 Chaoshan청년 기업가 대표단의 방문

기쁘고  풍요로운  설날을  기원합니다 !
T M C  A c a d e m y  전직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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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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