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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강의 소개: 과학 논문의 정의와 목적

“원병묵 교수의 과학 논문 쓰는 법”



강의 개요

본 강의는 학부 및 대학원 과정 학생들에게 '과학 논문 작성법'의 원리와
실제 유용한 글쓰기 핵심 기술을 제공한다. 필자의 실제 논문 작성법

온라인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교재를 기반으로 16주 강의가
제공되며, 필자가 강조하는 ‘ABC 논문 작성법’ 핵심 원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연구가 완료되는 시점에 연구 결과를 그림과 표로 잘 정리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논문의 글쓰기가 진행될 때 가장 효율적인 논문
작성이 가능하다.



ABC 논문 작성법

ABC 논문 작성법:
- A = After completing research

- B = Based on well-organized figures and tables
- C = Compose logically a manuscript from a title to a conclusion.

연구가 완료된 시점에 연구 결과를 그림과 표로 잘 정리한 후

제목부터 결론까지 논리적으로 원고 작성을 하는 방법이다.



강의 순서

1. 강의 소개: 과학 논문의 정의와 목적

2. 논문 쓰기 준비: 연구 노트 작성법

3. 논문 탐색과 저널 클럽 활용 방법

4. 제목과 초록 쓰기: 연구 노트 활용법



강의 순서

5. 제목과 초록 쓰기: 제목 쓰는 법

6. 제목과 초록 쓰기: 초록 쓰는 법

7. 서론 쓰기: 참고 문헌 인용 방법

8. 서론 쓰기: 서론 쓰는 법



강의 순서

9. 본론 쓰기: 그림 구성 방법

10. 본론 쓰기: 본론 (결과와 논의) 쓰는 법

11. 결론 쓰기: 결론 쓰는 법

12. 커버 레터 작성과 온라인 투고 방법



강의 순서

13. 논문 심사와 수정 방법

14. 출판 과정과 홍보 방법

15. 박사 학위 논문 작성법

16. 진로 탐색과 개척



교재 소개

“원병묵 교수의 과학 논문 쓰는 법”

- A guide to scientific writing

- 도서출판 세로, 2021년 7월 출간

- 2021년 1~2월 온라인 무료 강의

- ABC 논문 작성법 기반



강의 철학

• 논문 쓰기는 ‘Delicate 
Tension’ 과정의 연속

• 칸딘스키 ‘Delicate Tension’ 

1923년



자전거 타기

1. 처음엔 두렵고 무섭다

2. 처음에 배울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3. 방법을 한 번 익혀두면 잘 안 잊는다

4.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5. 잘 타는 것은 다른 문제다

6. 속도를 내야 넘어지지 않는다

7. 세상 어디든 갈 수 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 이 책은 논문을 쓰기에 앞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논문 쓰기 길잡이 역할을 하는 ‘마스터 북'으로서 부족함이

많지만 실전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서로서 논문 쓰기의 길을
열어 보고자 한다.

• 이 책의 시작은 필자가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온라인 공개 강의를
하며 제공한 ‘논문 작성법 강의 노트’이다.



연구의 완성은 논문이다

• 박사 학위 없이 열정만 가득한 ‘아마추어 과학자'였던 시절, 과학
논문을 제대로 쓰고 싶은 간절함이 컸다.

• 석사를 마치고 회사 연구소에 들어가 성실하게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름 유용한 결과를 얻었지만, 석사 과정 동안 논문 쓰기
훈련이 부족했기에 논문을 완성할 수 없었다.

• 논문 쓰기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마음에, 결국, 희사를 그만두고
박사 과정에 진학했다.



연구의 완성은 논문이다

• 박사 과정 연구 주제: 방사광 엑스선 현미경 + 부드러운 물질

• 논문이 게재 승인되어 출판되는 순간은 ‘아이의 탄생’ 만큼 경이로움
기쁨이 있다.

• 전자 회사에서 전자 제품의 수명을 연구하면서 ‘인간 수명 패턴’에
관심을 갖고 독자적 연구를 수행했지만, 논문을 완성할 수 없었다.

• 박사 과정 동안 ‘논문 작성법’을 배워 논문을 출판할 수 있었다
(Biogerontology 10, 65-71, 2009).



연구의 완성은 논문이다

• 인간의 수명 패턴 연구를 응용한 ‘고생물학’ 연구도 수행했다.

• 티라노사우르스의 수명 패턴 연구 (Sci. Rep. 6, 19554, 2016).

https://youtube.com/watch?v=Jb-NfDk4Kz4





논문 쓰기의 기술

• 박사 과정 첫 강의 Term Paper를 논문으로 출판했다 (J. App. Phys. 
98, 096101, 2005).

• 일주일 동안 논문을 작성하여 투고했다 (Appl. Phys. Lett. 88, 

013503, 2006).

• 연구 노트 작성, 한 페이지 초고 작성, 논문 초고 작성, 출판의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습득 (Phys. Rev. Lett. 110, 028303, 2013).



논문 쓰기의 기술

• 연구자는 논문 쓰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 때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논문 쓰기는 진짜 유익하고
즐거운 작업이다.

• 논문 작성에는 일정한 글쓰기 기술이 필요하며 이것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 학생은 연구 방법 못지않게 논문 작성 방법을 배워야 한다.



논문의 정의와 목적

• 논문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 이 문제는 과학자 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 과학 분야에서 논문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논문이란 무엇인가?
• 어떤 주제를 쓸 것인가?
• 언제까지 논문을 쓸 것인가?



과학 논문은 무엇인가?

• 논문은 ‘논리’를 갖춘 글이다.

• 학문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깊이 탐구하여 그 결과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글이다.

• 논문을 통해 저자와 독자는 ‘학문적 소통’을 한다.

• 소통을 위해 논문은 적절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연구 + 교육

과학적 성과

논문 = 저자와 독자의 소통!

저자
author

독자
reader

paper = communication 
between author and reader!

scientific achievements

research + education



과학 논문은 무엇인가?

• 과학 논문은 ‘과학적 주제’를 다룬 논문이며, 과학적 주제는
과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과학적 방법’으로 탐구한 주제를 말한다.

• 논문을 통한 학문적 논문이 ‘논리적 사고’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논문

쓰기의 핵심은 바로 이 논리적 사고를 글로 ‘구조화’하는 것이다.

• 논문 쓰기는 논리적 사고 훈련에 매우 유익하다.

• 논리적 사고의 구조화! 이것이 바로 논문 쓰기를 통해 우리가
훈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 역량이다.



언제 논문을 쓰는 것이 좋은가?

• 논문 쓰기는 매우 능동적인 작업이다.

• 논문을 써야 하는 가장 분명한 시기는 대학원생 때이다.

• 대학원에 들어오면 학위 논문을 포함해 학회나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논문 작성법’을 훈련해야 한다.

• 석사 논문: 학술지 논문 1~3편 기반
• 박사 논문: 학술지 논문 1~5편 기반



논문 쓰기는 ‘절망’과 ‘희망’ 사이의 줄타기

• 연구를 하다 보면 기대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많다.

• 과학이라는 미지의 땅을 개척하는 탐험가라면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언제든 길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

•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 과학자는 늘 작은 실패를 예상하며
도전한다.

• 논문은 출판될 때까지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다 (칸딘스키의
‘Delicate Tension’).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마법’이 필요하다.



과학 논문 쓰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 연구를 하는 것과 논문을 쓰는 것은 다른 작업이다.

• 연구가 하나의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이라면, 논문은 연구에서 얻은
해답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글이다.

• 연구가 논문의 시작이라면 논문은 연구의 끝이다.

• 대체로 연구가 우수해야 훌륭한 논문을 쓸 수 있다.

• 연구와 논문을 모두 잘 하려면 제대로 훈련하고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Tip: 논문을 쓰기 전에 생각해야 할 질문들

• [why] 왜 논문을 써야 하나?

• [what] 무엇에 대해 논문을 쓸 것인가?

• [what] 언제까지 논문을 쓸 계획인가?

• [how] 어떻게 논문을 써야 하나?

• [who] 누구와 함께 논문을 써야 할까?

• [where] 어디에서 논문 작업을 할 것인가?



영어 논문 쓰기

• 현재 과학 논문의 대부분은 영어로 작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영어가
능숙하지 않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 과학 논문에서 ‘좋은 글’이란 ‘정확한 글’을 말한다. 우선, 생각이

논리적으로 정리되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 영어는 논리적 글쓰기와 사고 훈련에 도움이 된다. 영어 작문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활용해 보자 (가령, www.grammarly.com).



논문 쓰기 훈련의 세 단계

• [초보 단계] 논문 모델 형식에 맞춰 작성하기

• [중급 단계] 선호하는 논문 형식에 맞춰 작성하기

• [고급 단계] 백지에서 작성하기

처음에는 논문 모델을 따라 써 보고, 점차 선호하는 논문 형식에 맞춰
쓰기를 훈련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백지에서 기본 형식을 갖춰 쓸 수
있도록 숙달하는 것이 좋다.



Tip: 좋은 논문 쓰기를 위한 10가지 권고

1. 좋은 논문을 많이 읽을 것

2. 유용한 키워드와 문장은 메모해 둘 것

3. 논문 초고를 쓸 때는 백지에서 시작할 것

4. 자신만의 언어로 생각을 표현해 볼 것

5. 가능하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



Tip: 좋은 논문 쓰기를 위한 10가지 권고

6. 가능하면 문법에 맞게 쓸 것

7. 쉼표나 마침표 등 문장 부호를 정확히 사용할 것

8. 단어, 구, 문장, 문단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연결할 것

9. 소리 내어 읽어 보고 표현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할 것

10. 완성한 글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읽어 본 후 탈고할 것





다음 강의는

• 2강. 논문 쓰기 준비: 연구 노트 작성법

• 3강. 논문 탐색과 저널 클럽 활용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