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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으로 작성하기!

가장 작성하기 쉬운 Methods와 
Results를 먼저 작성하세요. 
Introduction을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 
함으로써 논문 전체 내용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INTRODUCTION을 
마지막으로 작성하라

Methods와  Resul ts    
작성법을  보길  원하신다면  

essayrev iew.co.kr/blog를  
방문해주세요 !  

초안을 작성하는 동안은 
교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성한 단어를 계속 재검토 한다면 
논문의 진도가 나가지 않을 겁니다.

너무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논문을 너무 장황하게
작성하면 안됩니다.

각 단락의 첫 문장(즉, 주제문)은
해당 단락의 내용을 요약해야 합니다.
독자들은 각 단락의 첫 줄을 읽고 쉽게

논문의 논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확하고 간결하라

논문을 역순으로 읽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논문을 검토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자신의 분야에 있지 않지만 영어
문법과 철자를 잘 아는 사람이면

더욱 좋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보길 원하신다면, essayreview.co.kr/blog를 방문해주세요.

“If you can’t explain 

something simply, you don’t 

understand it well enough.” 

— Albert Einstein

논문 수정 시 평상시와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You might not write 
well every day, but you 
can always edit a bad 

page. You can't edit a blank page." — Jodi Picoult

"When you're ready, pick 

it up and read it... If
 

there are things you 

aren't satisfied with as a 

reader, go in and fix 

them as a writer: that's 

revision."  

— Neil Gaiman 

Wordiness  교정에  대한  
T ips를  보길  원하신다면  
essayrev iew.co.kr/blog를  
방문해주세요 !  

논문의  시제에  대해  궁금하시나요?
이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논문  교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에세이리뷰의  학위논문  
교정서비스를  확인해보세요 !

“The problem is once
you’ve written the opening 
paragraph and worked 
out how the rest of the 

story will go in your head, 
there’s nothing in it for you.”  

— Colm Toi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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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작성하기!

에세이리뷰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명 뽀모도로 기법(Pomodoro 
Techinique)입니다. 20-25분 동안 
논문을 작성하고 5분간 휴식하세요.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하세요

학위논문  작성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

글쓰기 친구를 찾음으로써 
규칙적으로 논문을 작성해야 된다는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논문을 열심히 작성한 후에는 
친구와 어울릴수도 있습니다.

글쓰기 친구를  
찾으세요

"글쓰기 명당"을 지정하면 두뇌가
해당 공간과 글쓰기를 연관시켜

동기부여가 안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글쓰기 명당을
찾으세요

올빼미족이라면 4 PM시 이후에
논문 작성을 시작하세요.

아침형 인간이라면, 일어난 지
3시간 이내로 논문을 작성하세요!

더 많은 자료를 보길 원하신다면, essayreview.co.kr/blog를 방문해주세요.

“And the idea of just 

wandering off to a cafe 

with a notebook and 

writing and seeing 

where that takes me for 

awhile is just bliss." 

— J. K. Rowling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을 찾으세요

"Most goals people set are 

not achieved because they 

are not held accountable for 

them...  people stop being 

motivated, stop focusing and 
stop prioritizing.”  — Bola OnadaSokunbis

"This is h
ow you do it: 

you sit down at the 

keyboard and you put 

one word after another 

until its d
one. It’s th

at 

easy, and that hard."  

— Neil Gaiman 

자신에게  잘  맞는  자신만의  
글쓰기  방법을  찾으세요 .  

친구와  함께하여  
동기부여를  얻으세요 .

원고  교정에  도움이  필요하면 ,    
에세이리뷰  학위논문  
교정서비스를  확인해보세요 !

“Start writing, no matter 
what. The water does not 
flow until the faucet is turned on.”  — Louis L'Am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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