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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2017년 2월 / 3월 

TMC 아카데미 싱가포르 1000상을 수여받다.

TMC 아카데미는 싱가포르 1000 / 싱가폴 1000
대중소기업 순위에 올랐으며,순위에 오르게 
되어 굉장히 영광입니다. 싱가포르 1000은 30년 
동안 매년 국가의 상위 회사들 순위를 매기고 
상을 수여해왔습니다.

공식 수상 축하만찬은 통상산업부 S Iswaran
장관님에 의해 수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관님은 
빠르게 변하는 사업환경에대한 적응력과 이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기업들이 그들의 강점을 
유지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설명해주셨습니다.

TMC는 사교육분야의 선구자뿐만아니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함께 일하는 
열정적인 직원들과 학생들을 항상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 자랑 스럽습니다.

TMC의 발전을 함께 축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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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새해기념행사 

TMC 아카데미의 총장님이신 Chin 
박사님께서학교학생들과 직원, 그리고 
학생 및 직원들의가족까지 총장님의 
집에 새해기념행사를 위해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뷔페스타일의 
점심식사와 중국새해기념행사의 백미인 
“료헤이(또는 위셩)”가 준비되었습니다. 
중국설기념행사에서 빠질 수 없는 “
료헤이(위셩)”는 행운을 던진다는 
의미로, 새해 덕담을 나누며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섞으며 위로 던지는 
싱가폴 설날의 대표적인 의례입니다. 
높이 던질 수록 새해의 복과 재물이 많이 
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월 4일 TMC 졸업생 새해점심식사

2017년 2월 4일, 졸업생들은 Chin 총장님과 Yeow 대표님의 집에 새해점심식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는 행운의 신(위의 사진참고)을 초대하여 이러한 즐거운 행사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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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프리즘 2017 올해의 뛰어난     학생상 수상자 , 
감사의 글 표현

PRISM 수상

매스커뮤니케이션 학과 학생인 이동호 
학생이 올해의 프리즘 시상식에서 뛰어난 
홍보학생상을 수여받았습니다. 프리즘 
시상식은 2년에 한번씩 싱가폴 홍보협회에서 
수여되는데, 오직 싱가폴의 홍보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있습니다. 프리즘 상은 홍보전문가로서 
인증하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동호학생은 뛰어난 학업성적 및 홍보 & 
커뮤니케이션 관련 분야에서의 대외활동을 
토대로 상을 받았습니다.1년간의 짧은 
기간동안, 동호학생은 학생으로서 뛰어난 
열정을 드러내었으며, IPRS – TMC 
학생챕터장으로서 뛰어난 열정을 드러내었으며 
첫 개회식의 책임자 역할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동호학생의 수상이 굉장히 
자랑스러우며 이러한 상을 수여한 프리즘에게 
감사합니다. 

TMC아카데미의 현 IPRS 학생챕터장인 
Lalethaa D/o Karamjeet Singh씨가 동호학생의 
참석불가능으로 2017년 프리즘 수상식에서 
상을 대신 수여받았습니다. 

공공강연 – 회계

3월 9일, TMC는 노스햄튼대학교의 회계금융 학과의 학과장님이신 Ewan Tracey씨의 강연을 위해 
학교로 초대하였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회계산업의 국제화였습니다.그의 회계산업 국제화에 대한 
강연은 회계산업의 국제화가 어떻게 세계적인 고용기회를 높이는지에 대해 진행되었습니다.

TMC아카데미의 현 IPRS 학생챕터장인Lalethaa D/o 
Karamjeet Singh씨가 동호학생의참석불가능으로 2017년 
프리즘 수상식에서상을 대신 수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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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C 아카데미 는1981년에 싱가폴에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학위프로그램과 
사업&경영, 영어과정, 호텔관광경영학, IT,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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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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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버서더로서TMC경험을 격려하고 강화시키는데 우리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TMC 아카데미 소개

TMC 아카데미는 3월 10일에 월드 센토사  리조트에서 주최된 싱가폴 컴퓨터컴퓨터단체의 50
주년 기념 공식만찬회에 초대받았습니다. 행사는 부총리님이신 Tharman Shanmugaratnam
씨로부터 수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약 1200명이 넘는 ICT산업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TMC 아카데미는 이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학생들이 산업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Singapore computer Society (ScS)
50주년 공식만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