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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이 글은 소림사에서 학위 논문 및 학술논문을 쓰는 학생들에게서 빈번하게 나

타나는 오류의 수정 및 논문 작성에 대한 공통 사항을 정리하여 논문 작성시

도움을 주려고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논문 작성은 LaTeX을 이용하여 영어로
작성한다는 가정하에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우, 특히 급하게 학

위 논문 작성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여러 세부 사항을 임의대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급해도, 먼저 Phys. Rev. Lett. 와 같은 학술 논문에서
그림, 수식, 논문 인용이 문법적으로 또는 내용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한시간

정도라도 공부를 한 후에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서두에 하고 싶습니다.

2 여백

고려대학교대학원일람에의하면학위논문에대한표준이기술되어있습니다.

위 여백은 3 cm, 왼쪽 여백은 2.5 cm, 오른쪽 여백은 1.5 cm, 그리고 아래쪽 여
백은 페이지 숫자를 제외한 길이가 총 3 c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와꾸 (template)를 만들어 놓았고 그것은 http://wiki.korea.ac.kr/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백 설정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논문을 복사집에 맏길때 복

사집에서 임의대로 해버리기 때문인데 복사집에 절단 선까지 제공하는 옵션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와꾸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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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

그림을 문장에서 언급할 경우에는 두가지 관례를 따르게 됩니다. 우선 문장

처음에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is computed. Figure 3 shows ...”

문장에 “Figure” 라고 전 알파벳을 다 쓰지만 만일 문장 중간에 위치한다면

“is computed and Fig. 3 shows ...”

와 같이 “Fig. 이라는 약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례는 학위 논문 및
여러 주요 논문들, 예를 들어 Phys. Rev. Lett., Phys. Rev. D 등과 같은 학술지
에 표준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Figure⊔3” 또는 “Fig.⊔3”
과 같이 그림번호를 나타내는 숫자와 한칸 (⊔으로 강조하였음)을 띄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 가지의 그림을 모아서 하나의 프레임에 놓고 (a), (b), (c),
(d) 등으로 표시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Figures 5 (a), (b), (c), and (d) show the fractional differences...”

으로 표시합니다. “Figures” 와 같이 복수로 표시함에 유의하세요. 만일 문장
중간에 나온다면

“... we chose the points shown in Figs. 6 (b) and (c). This provided large...”

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림을 논문에 삽입하고 인용하는 학생들이 가장 빈번하게 범하는 오류는

그림설명에대한 (영어로 caption이라고함)방법입니다. 대부분의경우설명을
상세하게하지않고 특히 x-, y-축에 대한설명을하지않는경우가빈번합니다.
우선 그림을 그릴때 그림 자체를 처음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나

타내야 하고 (x-,y-축에 대한 설명과 단위를 반드시 포함) 그림에 대한 설명도
최대한 자세하면서도 해야 할 말만 간결하게 줄여서 써야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본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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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variant mass distributions of the h+η(′) system after the initial
selection described above are shown in Fig. 1 where there is little indication
of signal for either of the DCS modes. ”

와 같이 문장을 만들어 넣고, 그림과 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넣습니

다. 그림 1에 있는 caption을 한번 읽어 보고 caption이 얼마나 자세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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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invariant mass distributions of h+η (h+η′) in the left (right) plot
after the initial selection. The solid histograms show π+η(′) while the dashed
histograms show K+η(′) final states. The two inset histograms are K+η(′) decays
with enlarged vertical scales.

간결하게 쓰여 있는가를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림 1은 Ref. [1]에서 발췌하였습
니다.

4 수식

수식은 LaTeX 환경에서는 별 문제 없이 잘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몇가지 자주
범하는 오류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문장을 써 나아가면서 수식이

등장하는데 이때 수식은 문장에 나오는 단어의 하나처럼 생각하여 문장안에

들어와야합니다. 따라서수식은문장과따로노는것이아니라마침표로끝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장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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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other useful variable is the speed χ2, which involves all the muon
scintillator hits on a muon track. It is defined as,

speed χ2 =
1

N − 1

∑ (β − βi)
2

σ2
i

(1)

The speed ... ”

은 오류가 있는 예입니다. 수식 (1)은 그 어느 문장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혼자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식 전의 문장은 마침표로 끝나지 않아서 문법

적으로 틀리게 됩니다. 옳은 방법은

“ ... Another useful variable is the speed χ2, which involves all the muon
scintillator hits on a muon track. It is defined as

speed χ2 =
1

N − 1

∑ (β − βi)
2

σ2
i

. (2)

The speed ... ”

와 같이 문법에 맞게 마무리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식에는 위의

예와 같이 일련번호를 꼭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식을 문장에서 인

용한 경우에는 그림을 인용할 경우와 같이 문장 처음에 나오면 “Equation (1)
shows ...”와같이써주고그렇지않고문장중간에등장하면 “As we mentioned
before, Eq. (1) shows ...” 와 같이 나타내 줍니다. 단지 주의할 점은 여기서는
그림에서의 경우와 달리 수식 번호를 괄호로 묶어준다는 것입니다. 일부 그렇

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주요 논문들, 예를 들어 Phys. Rev. Lett., Phys. Rev. D
등에서는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주요오류사항으로는범위를벗어나는것입니다. 아래의수식 (3)
을 보면 보면

|K0
S⟩ =

1√
2(1 + |ϵ|2)

(
(1 + ϵ)|K0⟩ − (1− ϵ)|K0⟩

)
=

1√
2(1 + |ϵ|2)

[(
|K0⟩ − |K0⟩

)
+ ϵ

(
|K0⟩+ |K0⟩

)]
=

1√
(1 + |ϵ|2)

(
|K0

1 ⟩+ ϵ|K0
2 ⟩
)

(3)

와 같이 영역을 벗어나게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typogra-
phy 입장에서 보면 심각하게 틀린 경우가 되어 항상 아래의 수식 (4)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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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K0
S⟩ =

1√
2(1 + |ϵ|2)

(
(1 + ϵ)|K0⟩ − (1− ϵ)|K0⟩

)
=

1√
2(1 + |ϵ|2)

[(
|K0⟩ − |K0⟩

)
+ ϵ

(
|K0⟩+ |K0⟩

)]
=

1√
(1 + |ϵ|2)

(
|K0

1 ⟩+ ϵ|K0
2 ⟩
)

(4)

수식이 한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 주는 습관을 가지기 바랍

니다. 또한 식 (4)에서 나타나는 ϵ, K0, K
0, K0

S , K{1,2}는 모두 논문의 처음

나타나는 부분에 무엇인지 몽땅 다, 싸그리 정의해야 합니다.

5 참고 문헌

참고 문헌 처리에서도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참고 문헌 번호

가 순차적으로 증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리저리 옮기다 보면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데 본인의 논문이라고 생각하고

신경쓰기 바랍니다. 그외의 오류중 첫번째는 참고 문헌이 문장 끝부분에 나올

경우 마침표의 위치와 빈칸 삽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

“... description of subatomic processes.[2] Future experiments ... ”

위과 같은 참고 문헌 인용은 잘못된 것으로 우선 문장 안으로 와야 하고 그

리고 빈칸 한개를 넣어야 합니다. 따라서,

“... description of subatomic processes [2]. Future experiments ... ”

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과거에는 이 빈칸을 넣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 물리학 일반 학술 논문지 표준에 따라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based on Ref. [2].”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나저나 Ref. [2]는 일반적으로 책을 인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옳은 방법은 Ref. [3]에 표현되어 있으니 주의깊게 보아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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