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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 및 연구 분야 소개

워크숍 순서

• 연구 분야 별 학술 네트워킹
• 석사 멘토링
• 식사
• 자유 네트워킹

참석자 명단
이름

소속 기관

전공

연구분야

김지민

KCL

Psychological Medicine

제주 4.3 트라우마

김혜원

LSE

Human Resource Management

Human Resource

김종태

KCL & LSHTM

Global Mental Health (MSc)

Implementation Science

남선우

LSE

Management

Gender issues and carbon neutral policies in labour market

서제각

UCL

Civil, Environmental and Geomatic Engineering

Antimicrobial (antibiotic) resistance

김승민

RCA

Curating Contemporary Art

Historical Amnesia

김지영

University of Nottingham

Film and Television Studies

Cinema and the city

황현정

Guildhall School of Music

Piano & Musicology

Music research

정성엽

UCL

Astrophysics

Space plasma

이예린

University of Roehampton

Dance

Screen dance, Dance politics & sociology

김민지

UCL

Education

비교교육정책

강지연

LSHTM

Health Economics

신의료기술평가

이동건

University of East Anglia

Organisational Psychology

Workplace bullying, bystander behaviour,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violation for refugee

박해리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Drama

현대영국정치극 신 자유주의 자본주의

하경균

KCL

Mathematics

Complex network

석사 멘토링 – 영국 박사 과정이 궁금해요 (Q)

Research proposal
작성 방법이
궁금해요!

저와 같은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성공적인 박사
과정 지원을 위한
조언 부탁드려요!

석사 멘토링 – 영국 박사 과정이 궁금해요 (A)

자신에게 잘 맞는 연구 주제와
이를 지도해줄 지도교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희망 지도교수의 연구를
잘 숙지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연구제안서를
작성하세요.

최대한 일찍! 꾸준히!
희망 지도교수에게
연락하세요.

같은 전공을 밟고 있는 분께 구체적인 연구 분야를 묻고 싶어요.
Research proposal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성공적인 박사 과정 지원을 위한 조언 부탁드려요.
연구 주제 선정의 독창성과 주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추천서는 미리 교수님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CV는 최대한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고 자문을 구하길 추천 드립니다.
성적 관리와 본인의 뜻있는 연구 목표와 계획, 그리고 희망 지도 교수의 논문
숙지가 중요합니다.

그밖에
답변들

자신이 흥미를 갖고 다년간 몰두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찾는 것과, 이를
지도해줄 수 있는 연구 핏이 잘 맞는 지도교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 지도 교수와의 지속적인 컨택과, 이를 통해 연구 주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희망 지도 교수에 대한 리서치를 충분히 하고, 지도교수의 연구 분야나 학문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학업 계획서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일찍 희망 지도 교수에게 컨택하세요.
희망 지도 교수를 일찍부터 알아보고, 장학금을 바란다는 것을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본인에게 맞는 연구 주제와 교수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를 비롯하여 졸업 후를 위한 네트워킹도 중요합니다.
영국에서 박사 과정을 위한 장학금을 따기는 매우 어려우니 참고하세요.
박사 과정 중에 수많은 선택과 포기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정진하세요.

워크숍
모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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