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Workshop

2022 체계기능언어학 워크숍
회원 여러분께

Greetings!

우리 학회에서는 최근 국내 언어학, 국어학, 언어교육학, 번역학 등 여러 분야에서 체계기능 언

In line with the recent interest in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in various fields such as

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에 보이고 있는 관심에 발맞춰 세계적인 전문가를 초청

linguistics, language educ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ICKWL invites world-class experts to

해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세계적으로 체계기능 언어학 이론을 선도하고

hold workshops. In particular, this workshop will be led by J. R. Martin, who leads the

있는 J. R. Martin 교수(University of Sydney)가 주축이 되어 그의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체계

theory of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around the world, and his fellow researchers Pin

기능 언어학 이론을 실제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개념들에 대해 강연합니다. 이번 워

Wang and Yeagan J. Doran. The workshop will cover some key concepts needed to know

크숍을 통해 체계기능 언어학 이론의 보급과 확산을 꾀하는 동시에 유관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

for practical use of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It is anticipated that Systemic Functional

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회원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Linguistics will be promoted and spread through this workshop. We will appreciate your

※ 본 워크숍은 2022년 6월 29일(수)~7월 1일(금)에 진행되는 2022 세계한국어학자대회(한국어학회, 한국

interest and participation.

어의미학회, 한국문법교육학회, 국어교육학회,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공동

※ This workshop was organized as part of the '2022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World Korean
Linguists(ICKWL)', which will be held from June 29 (Wed) to July 1 (Fri), 2022.

주최)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 Workshop Program

◧ 프로그램 안내
◾
◾
◾
◾
◾

주제: 체계기능 언어학의 이론과 실제
일시: 2022년 6월 28일(화) 10시-18시
장소: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예정)
주최: 2022 세계한국어학자대회 조직위원회
공동 주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BK21Four 세계적 한국어교육 미래 인재 양성 교육연구팀

시간

강연 내용
체계기능 언어학 이론과 어휘문법

10시-13시

: 이론적 개괄 – 맥락에서 어휘문법까지
: 이론적 파라미터 – 계열적·통합적 관계, 연속체, 위계, 메타기능

13시-14시
14시-16시

16시-18시

◾
◾
◾
◾

Topic: Theory and Practice of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Date and time: June 28, 2022 (Tue) 10:00-18:00
Location: Korea University Uncho-Useon Hall (scheduled)
Host: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022 ICKWL

Time

강연자
James R. Martin
(호주 시드니대 교수)
Pin Wang
(중국 상해교통대)

10:00
-13:00

: 평가, 관념, 접속, 식별, 주기, 교섭

사용역과 장르
: 맥락 모델링하기 – 장르와 사용역(필드, 테너, 모드)

Lecturer
Professor J R Martin

SFL theory and Lexicogrammar

Professor J R Martin
Dr Pin Wang

Theoretical Overview: from Context to Lexicogrammar.
Theoretical parameters in SFL: paradigmatic and
syntagmatic relations (axis), strata, ranks and

점심 시간

담화 의미론

Contents
Welcome

metafunctions

J. R. Martin
(호주 시드니대 교수)
Yeagan J. Doran
(호주 가톨릭대 교수)

◾ 참가비:
- 당일 등록: 대학원생 및 비전임 연구자 5만원 / 전임교원 15만원

13:00

Lunch Break

-14:00
14:00

Discourse Semantics

-16:00
16:00

appraisal, ideation, connexion, identification, periodicity, negotiation
Register and Genre

-18:00

Modelling context: genre and register (field, tenor, mode)

크를 통해 5월 31일까지 사전 등록해 주시는 경우 할인된 참가비로 워크숍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Dr Y J Doran

◾ Participation fee:
- On-site registration:

50,000 won for graduate students and part-time researcher
150,000 won for full-time professor

- 사전 등록: 대학원생 및 비전임 연구자 3만원 / 전임교원 12만원
* 우리 학회에서는 연구자 선생님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등록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래 링

Professor J R Martin

- Pre-registration:

30,000 won for graduate students and part-time researcher
120,000 won for full-time professor

* Our society would like to implement a pre-registration system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 신청 링크 : https://forms.gle/kDjEMrBc221JNSey7

researcher teachers. If you register in advance by May 31th through the link below, you can
participate in the workshop with a discounted participation fee.

문의: kolingua@daum.net(한국어학회)

⚑ PRE-REGISTRATION LINK : https://forms.gle/kDjEMrBc221JNSey7
Inquiry: kolingua@daum.net(The Association for Korean Lingu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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