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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TMC 아카데미와 중국 장찌대학교가 MOU
를 체결하였습니다. 상호 우호관계를 다지고 학문적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해서 입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장찌대학교 학생들이 TMC 
아카데미에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 장찌대학교와의 MOU 체결

TMC 아카데미는 2016년 1월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TMC의 중요한 아카데믹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학생클럽은 신입생들을 TMC 가족으로 환영하는 팀빌딩게임과 즐거운 게임을 했습니다. 신입생들은 
학교직원들과 학생클럽구성원들과 함께 모여서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하도록 여러가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신입생들이 TMC에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무척이나 기대되는 일입니다!

오리엔테이션



2016년 1월 19일 노스햄턴대학교 
회계학과 과정 리더인 Mr Ewan Tracy가 
TMC 아카데미에 방문하였습니다. 

노스햄턴대학교는 CPE승인을 받은 6개 
디그리 과정에 대한 파트너대학입니다. 
트레이시의 방문은 새로운 
회계학전공에 대한 시작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PE의 인증을 받기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노스햄턴대학교 회계학과 과정 리더 방문

TMC 총장 Dr Chin Kon Yuen 과 중국담당자 Mr Zhang Qian 이 
중국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싱가폴 사립교육기관연합의 대표로서 Dr Chin과 SIM 대학에서 
나온 Ms Lim Meimei 는 중국대사관 카운셀러  Mr Yu Yun Feng을 
만났습니다. 

이는 중국대사관이 싱가폴사립교육기관과 함께 싱가폴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학생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미팅이었습니다. 자세한 토론과 실행계획은 다음 미팅에서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대사관 방문

트레이시는 학생들과 직원들에게 정보를 주었습니다. 회계사로서 그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범주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비지니스에 대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매니저나 기업가로서 
손익계산서와 같은 회계정보를 이해해야하는 중요성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스게 소리로 
매니지먼트 어카운턴트와 파이낸셜 어카운턴트 사이에는 일반적인 반감이 있다는 부분도 
설명했습니다. 흥미로운 강의였고 3월에 다시한번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도린 림 (오른쪽 끝), 마케팅 챌린지 이후 TMC-nEbO 
대표이자 장학금 수혜자의 생각.
도린이 발표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nEbO에서 개최한 이번 대회에 친구들과 함께 
참가하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저는 이번에 
요거트프렌드 대회 준비와 학습을 위해서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서 한달의 시간이 주어져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미있는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Sogurt를 위한 이번 
마케팅대회를 통해서, 저는 요거트 섭취의 잇점에 대해서 깊이있는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미팅을 통해서 그룹친구들과도 서로 
의사소통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도 했고 의견을 정리해서 슬라이드에 정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더불어 대회는 수익창출을 위해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식을 
갖추는데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공적인 기업가는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책임감, 
도덕성, 창의성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달의 직원 
Mohd Razif, Eileen Quek, Bryan Kanna
Yu Chu Lee, Tang Chiew Siah & Daisy Carolina

TMC에서 위와 같은 직원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2015년 9/10월 학교이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2015년 9월 첫째주부터 
2015년 10월말까지 캠퍼스 이전과 관련해서 
진행되었습니다. 

Razif은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관련 처리를 
맡았습니다. 담당한 업무는 처리할 내용들이 
여러가지였습니다. 특히 많은 장치들과 도움이 
많이 필요한 업무였습니다.  

nEbO 요거트프렌드 마케팅 챌린지

마침내 이사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고 사용하지 않을 용품들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학교이전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업무를 함께 도와가면서 처리하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는 회사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품을 처리하는 일은 처음해보는 일이고 다소 힘든 
일이었지만 팀워크를 발휘해서 광고를 내고 배송편도 처리하고 마침내 모든 물품이 모두 말끔히 
처리되었습니다. 



TMC Academ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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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C 아카데미에 대해

2016년 1월 27일, 베이징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방문했습니다. 캠퍼스투어를 하고 
직원들의 환영인사도 받았습니다. 
영어 선생님인 앤드류로부터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고 
TMC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올해 중국의 학력시험인 
가오카오를 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고 TMC에 
입학할 학생들도 기대합니다. 

중국학생들 캠퍼스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