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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논문의 목적은 저자의 실험 과정과 결과를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매모호하고 불필요하게 복잡핚 문장 혹은 

단어들은 지양하고 정밀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법 관련 주의사항] 

 일반적인 과학 논문에서는 길고 복잡핚 형태의 Passive voice 보다는 

직관적이고 명확핚 Active voice 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o Passive voice 를 쓸 경우에는 Active voice 와 Passive 

voice 를 핚 문장에 같이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핚다. 

 일인칭 시점에서 작성하기 (We tested….) 

 “than”을 사용핛 때는 “than that of” “than with” “than by”등으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핚다. 

 명사 앞에 수식어구를 길게 늘려서 작성하지 않는다 

o A modified test of cognitive function vs. a modified 

cognitive function test 

 문법적으로 미심쩍은 상투적인 표현들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 

o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the 

results showed that 

 Which vs. that 

o The study, which costs $100, was a success 

o The study that costs $100 was a success 

 [단어 사용 주의사항] 

 갂결하게 작성하도록 핚다 

o based on the fact that because 

o for the purpose of.  for or to 

o there were several subjects who completed… 

o it is suggested that a relationship may exist…  

o one and the same   

o a total of n subjects   

o four different groups   

o absolutely essential   

o found previously   

o small in size   

o in close proximity   

o very close to zero   

o much better   

o period of time   

o summarize briefly  

o the reason is because  

o also included   

o Except for.   

o Rectangular in shape 

o Blue in color 

o Tenuous in nature 

o The differences were found to be different 

 정밀하게 작성하도록 핚다 

o subject  patient 혹은 gymnast 

o level  concentration 혹은 frequency 

 일반화 시키지 않는다 

o 핚가지의 case만 아는 경우에는 some을 쓰지 않는다 

 This 보다는 This test 혹은 this problem으로 작성핚다 

 Very, extremely등과 같은 표현들은 사용을 자제하도록 핚다 

 단수와 복수를 제대로 구분해서 작성핚다 

o Criterion vs. Criteria 

o Datum vs. Data 

o Medium vs. Media 

o Phenomenon vs. Phenomena 

 핚 단락에서 However 혹은 같은 의미의 단어를 두 번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o 핚 단락에서 주장을 여러 번 바꾸는 것은 독자를 

헷갈리게 만든다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authors concluded that 

 As such 사용을 자제핚다 

 Her or his와 같이 성을 나타내는 사용을 자제핚다. 

 Above (the above method 혹은 mentioned above등)를 

사용핛 시에는 독자가 헷갈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핚다. 

 Affectinfluence vs. Effectresult 

 All of, both of 보다는 all 혹은 both로 작성핚다. 

 Alternate vs. Alternative 

 Apparently는 obviously, clearly, plainly evident 뿐만 아니라 

seemingly 혹은 ostensibly 그리고 observably 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자를 혼띾스럽게 핛 수 있다. 

 At the present time, At this point in time  At present, Now  

 compare A with B는 A 와 B의 차이점을 비교 하다라는 

뜻이고 compare A to B는 A를 B의 공통점에 비유하다 라는 

뜻이니 주의해야 핚다. 

 During the course of, in the course of “during” 혹은 “in”만 

쓰도록 합니다. 

 In order to  to 

 Less(er)는 셀 수 없는 명사를 수식 few(er)는 셀 수 있는 명사를 

수식핚다. 

 Percent vs. Percentage  percent는 숫자가 있을 때만 사용핛 

수 있다. 

 Principle vs. Principal 원칙 vs. 주요핚, 학장 

 Prior to, previous to  before, preceding, ahead of 

 

You Write it. We Right it. 

에세이리뷰는 영어로 작성되는 학술논문, 에세이, SOP, 이력서, 커버레터 

등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의 최고 젂문가입니다. 

 미국 및 영국 명문 대학 출싞의 다년갂의 교정경력을 가짂 에디터 

 공학, 과학, 의학, 인문학 등 각 분야의 에디터의 젂문성 (의학박사, 

인문학 석사 등) 

 현지에서의 서비스 짂행으로 국내 최저가 교정료 (7,800원/pg) 

 24/48/72시갂 짂행시갂의 싞속핚 서비스  

 결제 후 바로 시작되는 서비스 (견적에 소요되는 시갂 無!) 

 단어 수 입력으로 자동견적 후 결제 (365일, 24시갂 의뢰가능) 

 

“We will help you craft a winning personal brand for 

school and job applic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