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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번역 !! ^_^)

<> 호주, New South Wales 주, Newcastle 대학교(국립대학교), 박사 학위
학위 수여 : : 2010 년 3 월 15 일 : http://hdl.handle.net/1959.13/804346
<> 호주, New South Wales 주, Newcastle 대학교, 응용언어학전공 문학석사학위
학위 수여 : : 2005 년 7 월 15 일 수여

이전 인증 : 지금 비 인증 - 그리니치 대학 죽은
<> 미국, 하와이, *Greenwich 대학교, 형식과 응용 언어학전공 문학석사학위 (1994)
미래의 고용주는 심사관인 New South Wales 주의 Newcastle 대학교 언어학과
학과장인 Peter Peterson 박사와 직접 연락하도록 권하였고, 그의 연락처는
Peter.Peterson@newcastle.edu.au 입니다. [ 철회한 박사학위를 위해
Newcastle 대학교에서 수행된 위임된 출판물과 초기 공인된 논문을 기초하
였음 대학교에서 수행된 위임된 출판물과 초기 공인된 논문을 기초하
였음. 그 당시에 Newcastle 대학교 학칙은 박사과정을 석사과정으로 전환하
는데 교류학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 2004 년 Greenwich 대학교는 알
수 없게 사라졌습니다. 논문을 포함해서 Greenwich 대학교 석사학위 서류는
더 이상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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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New South Wales 주, Newcastle 대학교, 언어학전공 석사학위 자격(명예 1
차 졸업생과 동등) (1978)
<> 뉴질랜드, Auckland 중등교사대학, 교사대학원 졸업장 (1975) : 제 2 외국어전문
영어교수법
<> 뉴질랜드, 웰링턴, Victoria 대학교 (1974), 문학사 학위: 언어학과 사회 인류학 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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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멜번, Holmes 대학, 국제 TESOL 연구소, Cambridge/RSA CTEFLA(1996)
<> 호주, 멜번, Certificate Ⅳ in Workplace Training Category 2: Assessor
(1997) Kangan Batman Institute of TAFE,

미완성인 박사과정 조사:
<> 박사과정 1 – 언어학 (주제: Grammatical Agency). 호주, New South Wales 주
의 Newcastle 대학교에서 1980-1988 년 동안 시간제로 등록했습니다. 저는 논문
을 쓸 동안 이 대학교와 다른 3 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강의했습니다. 저 는 그 주제에
대해 출판되고 위임된 연구논문을 섰지만 저 는 그 주제에 대해 출판되고 위임된 연구논
문을 섰지만, 그러나 이론적 구 성 그러나 이론적 구 성 (Chomsky 학자의 생성문법) 에
만족하지 못한 후 박사학위를 철회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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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박사과정 2 - 인지 언어학(주제: 담화구문에서 법칙, 반복, 대입 그리고 생략). 호
주 멜번 대학교에서 1990-1994 년 동안 등록했습니다. 이 연구는 공식적으
로 미결상태이지만 (비공식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50,000 단어에
관한 상당한 분량의 작업은 박사학위로 이어지고 있고 출판된 것도 있습니
다. (예로 Postsupposition & Pastiche Talk, http://thormay.net/lxesl/tech2.html )
과 the Generative Oscillation Model [ http://thormay.net/lxesl/go1.html ].) 이 있
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학사연구(학과과정이 아님)이라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그러나 현재상황의 미국의 ABD 의 개념과 동등한 것입니다. 전 멜본대
학교 지도교수인 니콜라스 에반스 교수의 평가와 추천서(2004)는
http://thormay.net/docsite/unimelbournephdcert.jp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박사과정 3 - 박사과정 2 에서 인지언어학을 새로운 복합체로 발전시켰습니다.
출판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의 원래 대학교의 선임직
원이 (저의 선행된 전문적인 논문과 경험 때문에) 빨리 끝낼 수 있는 새로
운 박사연구주제를 정하도록 격려해주었습니다. 주제는 “언어교육에서 예측
과 촉진된 결과”라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06 년 초 Newcastle 대
학교에 공식적인 박사학위 주제로 등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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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경력
저는 1945 년에 출생한 호주시민 입니다. 1975 년부터 (12 년 동안) 언어학강의를 했
었고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피지, 솔로몬 제도, 인도네시아, 중국 그리고 한
국에서 제 2 외국어로서의 영어 가르쳤습니다. 2000 년 9 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의 이력서는 인터넷으로 http://thormay.net/docsite/tmcv01a.html .에 있습니다.
출판물 목록은 http://thormay.net/docsite/tmpub01a.html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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