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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 서론 쓰기: 서론 쓰는 방법

“원병묵 교수의 과학 논문 쓰는 법”



서론은 초록의 확장

• 논문의 서론은 앞서 작성한 초록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초록에서 연구 배경과 동기에 관해 한두 문장을 적었다. 서론의 첫
문단에서는 이를 자세히 적는다.

• 초록에서 과학적/기술적/사회적 돌파구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적었다.
서론의 두 번째 문단에서 이것을 다시 명확하게 적는다.



서론은 초록의 확장

• 초록에서 본 연구의 핵심 방법과 결과를 요약하며 연구의 결론과
전망을 적었다. 서론의 마지막 문단에서 연구 방법과 주요 결과,

결론과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여 언급한다.

• 이와 더불어, 서론에서는 문헌을 적절히 인용하면서 다음의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한다. 먼저, 연구 배경과 학문 분야를 정의하고, 현재
과학적/기술적/사회적 이슈를 정리한다.



서론은 초록의 확장

• 이어서 연구가 해결하려는 핵심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와 연구 동기를 명시한 후, 연구 결과와 결론 그리고 그

의미를 적는다.

• 서론은 대체로 두세 문단 정도로 구성하는데, 반드시 초록과 결론과
일관된 내용이어야 한다. 제목/초록/서론/결론에서 연구의 핵심
결론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좋다.



Tip: 서론의 구조

❶ 연구 배경과 학문 분야 정의

❷ 현재 과학적/기술적/사회적 이슈

❸ 연구가 해결하려는 핵심 분석

❹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와 연구 동기

❺ 연구 결과와 결론 그리고 그 의미



Tip: 논문 인용 순서

① 처음으로 문제를 다룬 역사적인 논문

② 그 문제에 대한 대가의 최신 리뷰 논문

③ 최상위 저널의 최신 관련 논문

④ 목표 저널의 최신 관련 논문

⑤ 주제와 관련된 ‘나’의 논문



참고 문헌 활용법

• 서론에서 선행 연구와 현재 연구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구분은 논문 인용을 통해서 드러난다.

• 이미 앞서 연구된 내용이라면 관련 논문이나 자료를 인용하면서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연구에서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나 원리
등을 명확하게 적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에 대한 치밀한
고찰이 매우 중요한데, 선행 연구에 대한 문헌 조사는 논문을 작성할
때분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 계속 진행해야 할 중요한 작업이다.



참고 문헌 활용법

• 참고 문헌은 논문을 쓰면서 인용한 논문이나 자료의 목록을 정리한
부분으로, 위치상으로는 논문의 가장 뒤에 배치한다.

•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론과 본론의 ‘논의’ 부분에서 문헌 인용을
많이 하므로 여기서 먼저 문헌 정리와 인용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자.



서론 구조와 문헌 인용

• 먼저, 서론의 첫 문단에서 연구 배경과 학문 분야를 정리하기 위해서
카테고리 ①~② 문헌이 필요하다. 현재 과학적/기술적/사회적 이슈를

정리하기 위해서 ②~③ 문헌이 필요하다.

• 두 번째 문단에서 연구가 해결하려는 핵심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③~④ 문헌이 필요하다.

• 서론의 세 번째 문단에서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와 연구 동기를
명시하는 데 ④~⑤ 문헌이 유용하다.



서론 구조와 문헌 인용

•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와 결론 그리고 그 의미를 요약하면서 ②~③
문헌을 한 번 더 인용하는 것이 좋다.

• 물론, 본론의 논의 부분에서 ③~⑤ 문헌을 다시 활용할 것이다.









다음 강의는

• 9강. 본론 쓰기: 그림 구성 방법

• 10강. 본론 쓰기: 본론 (결과와 논의) 쓰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