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는 논문 제목과 이미지를 통해 여러분의 논문을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5개의 학술 논문 

제목 형식과 각 제목 형식을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1. 일반적인 주제 기술하기

사용 권장: (a) 연구 논문; (b) 신속한 답변 및 간략한 보고; (c) 리 

뷰 논문

예시:

이 제목은 학술 논문의 일반적인 주제를 서술하고 전반적인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명사로 구성된 구문을 포함합니다..

Chelation and stabilization of berkelium in oxidation state +IV 

Mortality and Cardiovascular Disease in Type 1 and Type 2 Diabetes 

3.  결과 및 결론 기술하기

사용 권장: (a) 연구 논문; (b) 임상 사례; (c) 신속한 답변 및 간략 

한 보고

예시:

이 제목은 논문의 주요 결론을 나타내며 주요 결과 또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완전한 문장을 포함합니다. 이 제목의 대체 

형식은 논문의 포괄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며 그 다음에 콜론, 

연구 결과 및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옵니다.

Visible-light excitation of iminium ions enables the enantioselective catalytic β- 

alkylation of enals 

Improved Survival with Ipilimumab in Patients with Metastatic Melanoma 

2. 하위 주제 기술하기

사용 권장: (a) 연구 논문; (b) 임상 사례; (c) 신속한 답변 및 간략 

한 보고; (d) 리뷰 논문

예시:

명사로 주로 구성된 구문으로 논문의 전반적인 주제를 명확하 

게 서술하고 콜론 (또는 기타 영숫자가 아닌 문자)과 하위 주제

를 수반합니다. 이 구조는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Molecular mechanisms underlying the evolution of the slp76 signalosome 

Biology and Applications of CRISPR Systems: Harnessing Nature’s Toolbox for 

Genome Engineering  

5. 감정적인 어필 및 재담 사용하기

사용 권장: (a) 리뷰 논문; (b) 신속한 답변 및 간략한 보고

예시:

이러한 제목들은 재담을 포함하여 흥미로운 제목을 만듭니다. 

그러나 때때로 재담은 문화적인 의미를 기반으로 할 수 있으므 

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Braiding a molecular knot with eight crossings 

The Sleeping Cerebellum 

4. 방법론 기술하기

사용 권장: (a) 연구 논문; (b) 임상 사례; (c) 신속한 답변 및 간략 

한 보고; (d) 리뷰 논문

예시: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제목은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된 방 

법론을 보여줍니다.  논문의 전반적인 주제와 그 뒤에 콜론 및 

논문에서 사용된 방법론의 요약을 포함합니다. "By," "via," 

"through"와 "with"와 같은 전치사는 종종 연구 방법을 소개합니 

다.

Charting organellar importomes by quantitative mass spectrometry 

적합한 저널 논문 제목 & 

사용 시기5

*제목을 클릭하면 원본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The Basis of Oncoimmunology  

Genomic and Transcriptomic Features of Response to Anti-PD-1 Therapy in 

Metastatic Melanoma  

The concurrent emergence and causes of double volcanic hotspot tracks on 

the Pacific plate 

Continental crust formation on early Earth controlled by intrusive magmatism 

Remote carboxylation of halogenated aliphatic hydrocarbons with carbon 

dioxide 

Methods for in vitro evaluating antimicrobial activity: A review 

Chemokine profiles of interstitial pneumonia in patients with dermatomyositis: 

a case contro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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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의 영어 교정/번역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전달력 있는 학술 논문 작성에 관한 추가 정보는 

www.essayreview.co.kr/blog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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