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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논문 탐색과 저널 클럽 활용 방법

“원병묵 교수의 과학 논문 쓰는 법”



논문 탐색과 저널 클럽

• 생애 첫 논문은 어떻게 써야 하나? 자전거 처음 탈 때와 유사하다.

• 생애 첫 논문은 되도록 빨리 도전해 보는 것이 좋다.

• 첫 논문을 쓰려는 연구자에게 논문 탐색과 저널 클럽은 훌륭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 논문 탐색: 다른 사람의 관련 논문을 찾아 읽고 정리하기

• 저널 클럽: 최신 논문을 선정하여 읽고 공유하기



논문 검색과 정리

• 논문의 주제를 확정하기에 앞서 가장 관련이 높은 핵심 문헌을
10~30편 정도 정리하는 것이 좋다.

• 해당 주제와 가장 가까운 좋은 논문을 찾는 방법은 사실 간단하다.

• 구글 등의 검색 엔진에서 큰따옴표 (“”) 를 잘 활용하면 논문 탐색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 이 때 키워드를 정확하게 뽑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문 탐색: 키워드

• 키워드는 하나 보다는 여러 개를 묶어서 검색하는 것이 좋다.

• 가령, 구글 창에 “A”, “B”, “C”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를 조합하여 입력하면 세
개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논문을 우선 검색할 수 있다.

• 실습을 통해 논문 탐색 방법을 익히면 10분 이내에 찾을 수 있다.

• 가장 적합한 논문을 찾아야 방향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다.

• 문헌을 탐색하고 정리하여 인용하는 순서는 같다.



Tip: 논문 정리 순서

1. 처음으로 문제를 다룬 역사적인 논문

2. 그 문제에 대한 대가의 최신 리뷰 논문

3. 톱 저널의 최신 관련 논문

4. 목표 저널의 최신 관련 논문

5. 주제와 관련한 ‘여러분’의 논문



논문 파일 보관

• 찾은 논문 (pdf) 파일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보관한다.

1. 컴퓨터에 문헌 폴더를 만들어 논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기본 정보인 ‘저자-저널-연도’ 순서로 파일 이름을 저장한다.

• 여기서 저자는 제 1 저자 (교신 저자가 아닌) 마지막 이름

• 가령, ‘Deegan-Nature-1997’, 누군가에게 이 논문을 소개할 때
‘디건의 1997년 네이처 논문에 따르며…’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2. 논문 정리 순서대로 ‘양면 컬러 인쇄’하여 파일철에 보관한다.







논문 인쇄할 때 주의 사항

• 찾은 중요한 논문은 정성껏 양면 컬러 인쇄하여 관리한다.

• 아주 긴 논문은 앞의 10쪽 또는 표지와 중요한 페이지만 인쇄한다.

• 논문 파일철은 논문 논의할 때 항상 들고 다닌다.

• 키워드는 빨간 펜으로, 좋은 문장은 하이라이트로 표시한다.

⇒ 논문 탐색, 정리, 인용 순서는 같게 한다.







저널 클럽

• 저널 클럽은 최신 논문 1~2편을 자세히 검토하는 정기적인 미팅이다.

• 연구자라면 정기적으로 최신 논문을 읽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최신 논문을 통해 연구 흐름을 파악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다.

• 논문 작성 사례를 익히고 목표 저널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 저널 클럽 발표 자료는 5~6쪽 정도로 구성하고 10분 이내로
발표하는 것이 좋다.



Tip: 저널 클럽 발표 구성 및 순서

• 제목과 출판 정보

• 주 저자와 연구 경향 검토

• 가설과 실험 방법 검토

• 결과와 결론 검토

• (So what?)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의미?



저널 클럽의 유익

• 발표자는 논문 하나를 리뷰하면서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듯 내용을 숙지하여 발표).

• 청중은 논문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청중은 논문 심사자와 같은

관점에서 논문을 평가).

• 발표자는 발표력을 키우며 청중은 논문의 비판력을 키울 수 있다.

• 발표자는 학회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저널 클럽: 제목과 출판 정보

• 발표 자료 표지에 제목을 적고 의미를 설명한다.

• 논문이든 발표이든 제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한다.

• 제목만 제대로 이해해도 연구 내용을 절반은 이해하는 것이다.

• 논문 출판 기록을 정확하게 적는다.

• 저자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저널과 출판 연도이다.

• 정확한 출판 기록은 나중에 인용 훈련에 도움이 된다.



저널 클럽: 주 저자와 연구 경향

• 주 저자 정보를 찾아 설명한다.

• 주 저자는 연구를 주도한 제 1 저자와 교신 저자를 의미한다.

• 가능하면 제 1 저자를 기억하자!

• 연구 경향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 주 저자의 대표 연구 성과와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해 두자.

• 학회에서 만나거나 논문 심사자로 만날 가능성이 높다.



저널 클럽: 가설과 실험 방법

•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가설을 검토하자!

• 어떤 연구이든 가설 또는 예상하는 결론이 있다.

• 가설 또는 기대하는 결론을 서론 부분에서 찾아보자!

• 실험 방법 (핵심 아이디어, 핵심 기술) 찾아보자!

• 모든 새로운 연구는 새로운 핵심 아이디어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연구 방법 또는 결과 설명 부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찾아보자!



저널 클럽: 결과와 결론

• 결과와 결론은 다른 것

• 결과는 그림이나 표로 정리되어 있다.

• 모든 결과가 모여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

• 핵심 결과와 결론을 정리해 발표하자!

• 논문의 그림 순서를 따라 핵심 결과를 요약 발표한다.

•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마지막 결론을 요약 설명한다.



저널 클럽: So What?

• 저널 클럽의 목적

• 저널 클럽은 새로운 논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지만

•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나 기술을 내 연구에 적용하는 목적도 있다.

• 저널 클럽과 연구 발표의 차이

• 저널 클럽 (다른 사람의 연구) 발표와 나의 연구 발표는 다르다.

• So what?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다음 강의는

• 4강. 제목과 초록 쓰기: 연구 노트 활용법

• 5강. 제목과 초록 쓰기: 제목 쓰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