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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맞이 직원 점심식사 
 
 

TMC 전직원이 구정행사를 위해서 
2016 년 2 월 3 일에 모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된 부페로 
점심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행운의 
신이 함께 건강, 운, 부를 모든이에게 
내려주길 기원합니다.  

 
 
 
 
 
 

 
 
구정 동창생 모임 식사 

 
 

2016 년 2 월 20 일, TMC 동창모임이 Dr. Chin 댁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즐거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창회는 매년 이 행사를 준비합니다. 매년 꾸준하게 
이뤄지고 전통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래전 졸업을 하고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동창들, 결혼하고 가족과 아이들이 있는 동창들! 최근 
졸업한 동창생들을 위해서는 첫번째 동창회이기도 
합니다! 동창회에서는 다음 행사에서 더 많은 
동창생들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TMC 동창회 페이스북에  참여해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roups/Alumni.TMC/ 
for upcoming events and news updates! 

 
혹은 더 자세한 사항은 QR 코드를 스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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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모형제작과 디자인 워크샵 
 
 

대중들과 TMC 동창생들을 대상으로 3D 모델링과 디자인 
워크샵을 TMC 아카데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 3월 1일, 강의는 Mr Chiew Chin Pheng께서 
담당하였습니다. 이 워크샵을 통해 3D 맥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3D 모형제작 실습을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보람있는 경험을 하였으며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또한 3D 컴퓨터그래픽, 3D 모형제작 워크플로우, 
기하학초기단계와 다각형모형제작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3D 맥스를 사용하여 스케치부터 시작해서 3D 
모형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TMC 
제공되는 IT 과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모의재판 실습 
 
 

 
2016 년 2 월 29 일, 몇주간의 연습 끝에 
두팀으로 나누어 모의재판 실습실에서 마지막 
결전을 벌였습니다.   
 
대결은 Choo Wan Chia와 Putri Nur Azreen로 
구성된 여성팀과 Bat-Enerel 과 Mang Zheng 
Hau로 구성된 남성팀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들은 논쟁에 있어서 2가지 케이스를 
다뤘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집앞에 지나가던 
보행자가 어린아이를 물었을때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는지, 두번째 경우는 다이어트약을 
복용한 고객이 살이 빠지는 대신에 풍선처럼 
살이 쪘을때 보상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의법정에서 Mr Alexander Dibble 가Mr 
Jasmani bin Jalil 를 모의재판 실습을 
도왔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즐겁게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학과 학생들은 더많은 모의재판 
시간을 기대합니다.  



시상식 과목별 우수학생들  
 
 
 
 
 
 
 
 
 
 

ACHMAD MUSTAFA KEMAL 
HIGHER DIPLOMA IN INFORMATION TECHNOLOGY 
- APPLICATION PROGAMMING WITH JAVA 
- DATABASE SYSTEMS AND APPLICATIONS 
- NETWORKING PRINCIPLES 
- NETWORKS AND DATA COMMUNCATION 

WINONA CRISANTA DEWI 
HIGHER DIPLOMA IN BUSINESS 
- MARKETING FOR MANAGERS 
- HUMAN RESOURCE MANAGEMENT STRATEGY 

 
 
 
 
 
 
 
 
 

PARK SOYEON 
HIGHER DIPLOMA IN HOSPITALITY AND TOURISM 
- HUMAN RESOURCE MANAGEMENT FOR HOSPITALITY & LEISURE 
- MARKETING FOR HOSPITALITY & LEISURE MANAGEMENT 

HO HAN LIN 
DIPLOMA IN PSYPCHOLOGICAL STUDIES 
- SOCIAL PSYCHOLOGY 
- BIOLOGICAL PSYCHOLOGY 

SON JIEUN 
HIGHER DIPLOMA IN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 TOURISM PLANNING & DEVELOPMENT 

DAWN WEE YAN RONG 
DIPLOMA IN PSYCHOLOGICAL STUDIES 
- SOCIAL PSYCHOLOGY 

 
 
 
 
 
 
 
 

YOLANDA KRISTIANA HENDIYANTO 
HIGHER DIPLOMA IN BUSINESS 
- BUSINESS COMMUNICATION 

 
JAMES CHONG REN-WEI 
HIGHER DIPLOMA IN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 FOOD AND BEVERAGE MANAGEMENT 

 
 
 
SIM SING HUI 
HIGHER 
DIPLOMA IN 
BUSINESS 
- BUSINESS 
ECONOMICS 

 
KIM HANSEUL 
HIGHER DIPLOMA IN BUSINESS 
- ACCOUNTING 

 
 
VIOLA 
ANGELINE THIO 
HIGHER 
DIPLOMA IN 
BUSINESS 
- INTRODUCTION 
TO INFORMATION 
TECHNOLOGY 

 
WILLSEN 
HIGHER DIPLOMA IN INFORMATION 
TECHNOLOGY 
- MULTIMEDIA SYSTEMS 
 

 
 
JAMES KEITH LAW 
HIGHER DIPLOMA 
IN INFORMATION 
TECHNOLOGY 
- PROJECT 

 
 

     학생클럽맴버구성 2016 
 

 
2016 년 3 월 1 일에 TMC 학생클럽 Exco 맴버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임명장을 CEO 인 Ms Yeow 로부터 수여받았습니다.  
새로운 Exco 팀은 학생클럽 대표인 김성종학생이 
여러가지 활동을 구성하면서 이끌어나갈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기대합니다!



건강심리학 
 
 
건강심리학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이지만, 많은 중요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건강심리학자들은 심리학적 
요소들에 대한 지식과 그 요소들이 
건강하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건강과 질병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역할을  활용합니다.    

 
Dr Kimberley Hill은 공인심리학자이며 
심리학과 강사입니다. 노스햄턴대학교에서 
학부와 대학원생들에게 심리학을 
가르칩니다.  
 
Dr Hill 은 복합적인 연구기법의 전문가이며 
심리학박사, 심리연구석사, 
심리학학사학위자입니다. 
  
그녀는 ESPR과 BPS의 사회심리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협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킴벌리는 또한 국가 STEM 홍보대사, 고등교육기관의 연구원, 건강심리학과 연구부서의 연구원, 리서치와 
심리학선생님연합의 맴버이기도 합니다.   
 

 
 

TMC 아카데미에 대해 

 
TMC Academy 는 1981년에 싱가폴에 설립되었습니다. 경영학과, 영어, 호텔경영학&관광학과, IT학과, 법학과, 
대중매체방송홍보학과, 상담심리학과 학위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전 
성공적이고 능력이 뛰어난 졸업생을 배출하는 학교. 
 
미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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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