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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제목과 초록 쓰기: 제목 쓰는 법

“원병묵 교수의 과학 논문 쓰는 법”



논문 구성과 쓰는 순서

• 논문을 쓸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 끝내고 싶은 논문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인이 무엇일까?

• 논문은 연구가 완결된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연구가

완결된다는 것은 데이터가 모두 얻어지고 결론이 확고한 상태를
의미한다.

• 논문의 모든 부분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연구가 완결되지 않으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고 전체가 하나로 묶이기 어렵다.



논문 구성과 쓰는 순서

• 논문을 쓰는 동안 결론이 자꾸 흔들리면 글쓰기를 마무리할 수 없다.

• 연구 초반이나 중반에는 논문을 쓰는 대신, 좋은 예비 결과가 얻어져
계속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한 페이지 초고’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 처음에 논문 방향을 잘 잡으면 이후의 작성 과정이 좀 더 효율적이고

수월하다. ▶ ABC 논문 작성법



어떤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

• 논문은 제목, 저자, 소속, 초록, 서론, 본론 (방법, 결과, 논의), 결론,
참고 문헌, 보충 자료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분야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은 모두 같다. 이 중에서 무엇부터 쓰는 것이 좋을까?

• 일반적인 방법: 논문을 처음 쓰거나 연구가 완결되지 않았거나 논문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그림과 표를 하나씩 정리하면서 (데이터 정리)
‘결과를 먼저’ 쓰는 것이 좋다.



어떤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

• 일반적인 방법: 그래야 논문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알맞은
제목을 적을 수 있고, 초록과 결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서론과

본론 부분을 완성할 수 있다.

• ABC 논문 작성법: 연구자가 논문의 형식에 익숙하고, 연구가
완결되어 그림과 표가 준비되어 있는 짧은 논문이라면, 제목부터
결론까지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도 괜찮다.



어떤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

• 논문 작성법 안내서나 강의에서 추천하는 논문 작성 순서는 조금씩
다르다. 이것은 논문 쓰기의 요령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장단점을 파악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 여기서 추천하는 방법은 논문 구조를 따라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다.

▶ ABC 논문 작성법: 연구가 완결되면, 그림과 표를 먼저 완성하고

(스토리를 머리속으로 정리), 이후 제목부터 결론까지 ‘순서대로’
작성하는 방법이다. 순서대로 작성하면 물 흐르듯 연결할 수 있다.



어떤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

• 논문을 순서대로
작성하는 (ABC 논문

작성법) 방법은 연구가
이미 완결된 상태일 때
유용하다.



제목과 초록

• 논문의 전체 내용을 대표하며 독자가 가장 먼저 읽게 되는 부분이
‘제목’과 ‘초록’이다. 논문의 제목은 신문의 헤드라인과 마찬가지로

논문 전체 내용을 집약한 짧은 문구이다. 논문의 초록은 전체 내용을
하나의 문단으로 요약 정리한 요약문이다.

• 학술 저널은 구독 여부와 관계없이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공개한다.
따라서 제목과 초록만 읽어도 독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짧으면서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제목은 논문 쓰기의 시작과 끝

• 논문의 제목은 상품의 ‘브랜드’와 같다. 그 논문만의 고유한 제목을
붙이는 것이 좋다. 그래서 논문의 제목을 정할 떄는 반드시 동일한

제목이 이전에 없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 논문의 제목은 짧을수록 파급력이 커진다. 대가의 논문은 대부분
제목이 짧다. 짧은 제목은 적용 범위가 넓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특정 학술지는 논문 제목을 상세하게 적시하도록 안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 제목은 짧을수록 좋다.



제목은 논문 쓰기의 시작과 끝

• 논문의 핵심 내용을 몇 개의 단어 안에 명확하게 집약하는 것은
논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때 가능하다.

• 논문의 제목만 봐도 전체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

논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제목의 가장 앞에 나온다. 제목의 첫
단어는 논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여야 한다. 첫 단어를
정확하게 잡아야 다음 단어를 적절히 연결할 수 있다.



제목은 논문 쓰기의 시작과 끝

• 제목을 5~7개의 단어로 쓰는 것을 선호한다.

• 제목은 연구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 후에 정하는 것이 좋다.

• 처음에는 방향을 잡는다고 생각하면서 제목을 잡아보고 나중에 논문
원고가 완성되면 다시 한번 제목을 수정한다.

• 그래서, 논문의 제목은 논문 쓰기의 시작과 끝이다.







https://www.nature.com/nature/volumes/604/issues/7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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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cience.org/toc/science/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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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강의는

• 6강. 제목과 초록 쓰기: 초록 쓰는 법

• 7강. 서론 쓰기: 참고 문헌 인용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