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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브로드캐스트 아시아 방문

스포츠데이

브로드캐스트아시아2015, 영화, 티비와 관련된 산업을 위한 네트워크, 지식, 정보공유의 장으로 알려진 
시사회가 싱가폴 마리나베이샌즈에서 2015년 6월 2일~5일까지 열렸습니다. 영화, 영화제작, 영화촬영, 
제작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식과 네트워크를 공유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매스컴담당 강사인 애런 라오는 학생들과 함께 이벤트에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은 미래 방송업계를 예측할 수 
있었고 방송장치들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졸업 후 학생들이 실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얻고 또한 동시에 현재 배우는 과목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배움을 얻는 기회였고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더 많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7월 3일, TMC 학생클럽은 비샨캠퍼스에서 스포츠데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기회로 
학생들과 직원들이 서로 친해지는 시간이 되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탁구, 캡틴볼, 
족구, 닷지볼, 스트리트사커 등을 직원대 학생으로 다양한 시합을 했습니다. 

준비하고 참석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시간을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소식

시간관리 교육

고객관리를 위한 TMC 문화 일깨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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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자신의 의지, 에너지, 스킬, 능력 그리고 여러가지 
자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시간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것인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Mr Adrian Raj Angappan 이 효율적인 시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한 말입니다. 

2015년 6월5일과 19일, 두번의 금요일에 걸쳐서 비지니스와 법학전공의Mr Adrian 
Raj Angappan은 TMC 직원들을 위해서 효과적인 시간관리에 대한 흥미있는 강의를 
진행헀습니다.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유익하게 시간관리를 할지도 
설명했습니다.  시간관리의 장애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럭비공을 포함한 시각자료를 통해서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실습을 하기도 하고 SMART기법으로 목표설정하는 방법을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최고의 시간대”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교육내용을 통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을 배웠다고 직원들은 평합니다. 

2015년 6월27일, 학생입학관리처 총괄인 Ms Pauline Ang은 TMC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다양한 부서의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워크샵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었고 서비스의 영향력, 팀워크, 일관성있는 업무흐름, 
적극적인 리스닝을 통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강조되었습니다. 

토론, 의견나누기, 팀빌딩게임, 역할극 등을 통해서 참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TMC문화를 서비스에 실제 접목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서로 교류하고 화합하는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직원소식

Ms Kesavan Preethi, Dean – School of Information Technology,
Digital Media & Mass Communication

저는 2015년 7월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제 전공분야는 지식관리, 조직학습, 조직혁신 입니다. 

저는 다양한 교수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아카데믹 정책, 학습품질관리, 
학생관리 등의 전반적인 학사관리에 대한 경험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을 가르쳤고 학교에서의 경력은 5개 국가를 걸쳐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유시간에 스크랩, 독서, 여행등을 합니다. 

저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좋은 촉진제는 스스로 방향설정을 하고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자유시간에 원시시대 그대로의 자연을 즐깁니다. 또한 흥미진진한 아웃도어 활동도 즐깁니다.  
사진찍기, 스토리텔링도 즐깁니다. 

새로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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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Gabriel Chua, Teacher – TMC College

저는 2015년 7월에 TMC에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며 또한 학생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제 희망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으로서 영어와 인간애를 
통해서 학생들이 배움의 시간을 갖도록 수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권한이 주어지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집니다. 



학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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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손랭귀지스쿨

호손랭귀지스쿨은 모든 학생에게 흥미로운 환경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액티비티들을 제공합니다. 호손에서,  소규모수업은 
말하기와 라이팅스킬을 향상시키는데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업은 
학생들이 문법과 어휘력의 키포인트를 배우도록 정기적인 
튜터수업과 시험연습으로 보충됩니다. 매주 정기적인 
무비클럽이 있고 학생들은 최신 영화를 보면서 영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에 친숙해집니다. 

학생클럽에서는 영어대화, 워드게임, 여러가지 액티비티를 
통해서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게 도와줍니다. 클럽활동, 
시험준비, 튜터수업이 끝난 후에 학생들은 스스로 복습할 수 
있게 영어자료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책을 볼 수 
있고 온라인실습, 말하기, 듣기, 라이팅, 리딩스킬을 
연습합니다.  영어학습이 힘든 학생들은 선생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보충수업자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초급부터 상급까지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에 맞는 리딩북을 찾아서 학습할 수 있으며 소설, 클래식, 
학습자료, 교재 등의 자료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호손랭귀지과정 동안에 학생들은 교실 밖에서 실제 영어를 
사용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야외수업과 외부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학생들이 재미있게 랭귀지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손랭귀지과정에 참여를 원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위해서, 웹싸이트를 방문해주세요 
http://www.tmc.edu.sg/hawthorn-now.

TMC 아카데미에 대해
TMC Academy는 1981년에 싱가폴에 설립되었습니다. 경영학과, 영어, 호텔경영학&관광학과, IT학과, 법학과, 대중매체방송홍보학과,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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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