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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논문 쓰기 준비: 연구 노트 작성법

“원병묵 교수의 과학 논문 쓰는 법”



논문 쓰기 준비

• 논문을 본격적으로 쓰기에 앞서, 몇 가지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 ‘연구 노트’는 연구 과정을 기록한 자료로서 평소에 꼼꼼하게 작성해
두면 논문 쓰기에 큰 도움이 된다.

• 자신의 연구를 말로 설명하는 ‘논리적인 말하기’도 매우 유익하다.

• 논문의 글감과 틀잡기를 위해 ‘한 페이지 초고’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다.



연구 노트 작성

• 연구 노트는 연구의 전체 과정을 기록한 노트이다.

• 연구가 우수하면 좋은 논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연구 노트는 연구를 잘 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 연구 노트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면 논문 쓰기가 한결 수월하다.



Tip: 연구 노트에 기록해야 할 내용들

1. 제목: 연구 또는 실험의 제목을 항상 적는다.

2. 날짜: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날짜이다.

3. 내용: 실험 또는 계산의 흔적을 남긴다. 실패의 기록도 유용하다.

4. 과정: 사소한 것이라도 필요한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5. 그림: 실험 장치와 과정을 스케치하고 중요한 데이터는 인쇄해서
붙인다.

6. 체크: 중요한 부분은 컬러로 강조한다.



Tip: 연구 노트 활용에 유의할 것들

1. 연구 노트는 나중에 있을 실험의 검증에서 매우 중요하다.

2. 예쁘게 쓸 필요는 없다.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3. 연구 노트 작성은 연구 설계 훈련에 유익하다.

4. 가장 품질 좋은 노트를 연구 노트로 써라.

5. 거의 매일 가지고 다녀라.

6. 잘 쓴 연구 노트는 잘 쓴 논문의 토대가 된다.



논리적으로 말하기 훈련

• 논문을 쓰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은 다음의 네 가지 중 하나이다.

1. 연구가 완결되지 않았다.

2. 영어 글쓰기가 어렵다.

3. 글쓰기 훈련이 안 되어 있다.

4. 말하기 훈련이 안 되어 있다.



말하기 훈련의 중요성

• 글쓰기는 말하기와 다르지만 생각을 전달하는 기능은 같다.

•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글을 쓰는 것과 논리적이며 간결하고 쉽게
말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 평소에 ‘논리적인 말하기’ 훈련이 되어 있으면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

• 리처드 파인만: 연구를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 연구에 대해 발표를 잘하면 논문 쓰기도 쉬워진다.



글감과 틀잡기

•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 무엇보다 ‘연구 주제 (글감)’가 좋아야 한다.

• 연구 주제는 성공적인 연구의 필수 요소이며 논문의 우수성을
지탱하는 뿌리이다.

• 그 다음으로,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논문을 잘 ‘구성 (틀잡기)’ 해야
한다.

• 독자가 연구 주제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 내용의 틀을 단단히
잡아 주어야 한다.



연구 초기 단계

• 결론을 미리 예상하고 핵심 내용과 연구 방향을 포함하여 전체 틀을
잡아 보는 훈련을 해보자.

• 그러면, 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힘을 집중할 수 있다.

• 연구 초기 단계에서 틀잡기의 좋은 방법이 ‘한 페이지 초고’이다.

• 한 페이지 안에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해 보는 것이다.



Tip: 한 페이지 초고 쓰기

1. 구성: 제목, 저자, 초록, 핵심 그림 1개, 핵심 문헌 10편

2. 제목: 연구 초기에 제목을 잘 잡으면 길을 잃지 않는다.

3. 저자: 누가 이 논문에 더 기여해야 하는 지 명확해진다.

4. 초록: 초록은 게재 승인 전까지 계속 수정할 것이다.

5. 그림: 좋은 그림의 전달력은 글보다 1000배 이상이다.



Tip: 한 페이지 초고 쓰기

6. 문헌: 문헌은 많을수록 좋지만 핵심 문헌 10편 정도면 충분하다.

7. 완성: 한 페이지 초고는 완벽할 필요 없다.

8. 수정: 한 페이지 초고는 논문의 완성까지 계속 수정할 것이다.

• 한 페이지 초고는 말 그대로 ‘한 페이지’ 안에 적는다.



한 페이지 초고를 활용한 일주일 논문 작성

• 한 페이지 초고는 논문의 뼈대와 같다.

• 여기에 살을 붙여 내용을 구성하면 일주일 동안 집중하여 논문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 수많은 원인에 의해 논문 작성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을 ‘왓슨
증후군’이라고 한다.

• 마감 시간을 정하여 논문을 쓰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Tip: 일주일 논문 작성 순서

• 1일: 제목과 초록 작성

• 2일: 그림과 표 완성

• 3일: 문헌 탐색과 정리

• 4일: 서론 작성

• 5일: 본론 작성

• 6일: 결론과 나머지 작성

• 7일: 전체 조율과 논문 투고 준비

⇒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다.

ABC 논문 작성법에서는, 그림과 표
정리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박사 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차이

• 박사 논문은 박사 연구를 통해 자신의 ‘학문 (Philosophy)’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물이다.

• 다수의 학술지 논문 주제들을 하나의 공통된 ‘철학’으로 묶어낸 것이

박사 논문이다.

• 단일 주제를 다룬 박사 논문은 학술지 논문과 유사하다.



존 내시의 박사 논문

• ‘게임 이론’으로 유명한 미국의 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존 내시는 1950년 ‘비협력

게임’이라는 짧은 제목의 박사 논문을 썼다.

• 총 27쪽의 짧은 논문이며, 이후 수학
연보에 실렸다.

• 이 논문으로 199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J. Nash, Annuals of Math. 54, 286 (1951)



리처드 파인만 박사 논문

• 1942년 파인만은 ‘양자역학의 최소작용
원리’라는 짧은 제목의 박사 논문을 썼다.

• 총 74쪽의 짧은 논문이며, 박사 논문

일부가 물리학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RMP에 실렸다.

• 그는 1965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다.

R. P. Feynman, Rev. Mod. Phys. 20, 367 (1948)



현대의 박사 논문 구조

• 논문의 기본 구조는 같다.

• 제목, 저자, 초록, 서론, 본론, 결론, 참고 문헌의 순서이다.

• 여기서, 본론은 여러 단일 연구가 (학술지에 발표된 주제) 개별 챕터를
이룬다. 즉, 본론의 각 챕터는 개별 학술지 논문이다.

• 그래서, 박사 연구 동안 여러 편의 학술지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좋다.

⇒ 주의) 출판된 학술지 논문을 박사 논문에 정확하게 인용하면, 중복 게재나 표절이 아니다.



박사 연구 포트폴리오

• 박사 과정에서 수행한 모든 연구가 박사 논문에 포함될 필요 없다.

• 본론에 들어갈 개별 연구가 하나의 제목으로 묶일 수 있어야 한다.

• 박사 논문의 범위와 주제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에 따라 박사 연구의
기간과 논문의 분량이 결정된다.

• 따라서, 박사 연구 초기에 계획을 세우고 박사 연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가는 것이 좋다.



단독 저자 논문과 공동 저자 논문

• 수학 분야는 단독 저자 논문을 출판해야 독립 연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단독 저자 논문에 도전해야 한다.

• 대부분 과학이나 공학 분야의 논문이라면 좋은 협력자를 찾아 논문을

같이 쓰는 것을 추천한다.

• 우수한 연구자와 공동으로 논문을 쓰면 연구 내용이 충실해지며 작성

단계에서 검증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논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연습, 훈련, 실전

• 논문 쓰기의 본질은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이다.

• 연습은 혼자 하는 글쓰기이며 훈련은 논문 지도를 받는 것이다. 또한,
연습과 훈련은 실전을 위한 것이다 (실전은 논문 투고, 심사, 출판).

• 연습과 훈련을 통해 실전에 부딪히면서 몸으로 배워야 한다. 계속 써
보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신만의 논문 쓰기 방식을 터득해야 한다.



연습, 훈련, 실전

• 의사소통을 위한 글이라면 독자에 따라 목적에 맞게 필요한 내용을
읽기 쉽고 명료하게 전달해야 한다.

• 훈련을 거듭하며 숙달할수록 논문 쓰기의 유익함을 깨닫고 논문

쓰기의 즐거움에 다다를 수 있다. 논문 쓰기는 어렵지만 유익하고
즐거운 작업이다.

• 학문의 세계에서 경쟁하는 연구자에게 논문 쓰기는 ‘경주’에 가깝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더 훌륭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



다음 강의는

• 3강. 논문 탐색과 저널 클럽 활용 방법

• 4강. 제목과 초록 쓰기: 연구 노트 활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