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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deley Reference Manager

Mendeley Reference Manager
•

Download the desktop version: 

mendeley.com/download-reference-manager

Access the web version: 

https://www.mendeley.com/library/

https://www.mendeley.com/download-reference-manager
https://www.mendeley.com/library/


Web Importer
•

•

•

•

•

More simplify your workflow 
Mendeley Cite
•

•
•

•



Collaboration by Private Group



Free edition vs MIE (Mendeley Institutional Edition)

• 구독기관의네트워크를이용하여
www.Mendeley.com 에접속및로그인

• 자동으로해당기관의소속이용자로
인증되고용량업그레이드됨

• 유효기간은로그인날짜로부터 1년간유효

http://www.mendeley.com/


Mendeley 접속 Mendeley.com

https://www.mendeley.com/


구독기관 소속 이용자 용량 업그레이드 방법
1. 기관의 네트워크로 Mendeley.com 접속 및 로그인
2. 교외접속 시 소속기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록시 억세스 통해 접속

• 로그인 날짜로부터 1년간 유효

• 구독만기 전에 로그인 하여
만기일 연장



도서관홈페이지프록시를통한교외접속시
Web Library 가제대로구현되지않는문제점이있습니다.  
(올해안에해결될예정)

Library는일반네트워크혹은데스탑프로그램으로이용부탁
드립니다.

**기관네트워크이용은용량업그레이드를위해1년에한번
접속만필요

구독기관 소속 이용자 용량 업그레이드 방법
1. 기관의 네트워크로 Mendeley.com 접속 및 로그인
2. 교외접속 시 소속기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록시 억세스 통해 접속



프로그램 다운로드

[ 로그인전]

[ 로그인후]

1

2 3



Build your knowledge

Organize:

Building a library



이용자컴퓨터에저장된
파일들 (e.g. PDF..)

논문의서지정보작성

논문의서지파일반입
(e.g. 타관리
프로그램에서반출한
파일들반입)

Adding References



Document Information

Tab 입력혹은삭제

파일첨부혹은
삭제

관련 URL 추가

논문의
고유인증정보
편집가능

LaTex과같은
문서작성시
필요한 citation 

key 입력

첨부된 PDF 논문파일열람



Mendeley Web Importer 설치
mendeley.com/reference-management/web-importer

https://www.mendeley.com/reference-management/web-importer


Find new research – Mendeley web importer

mendeley.com/reference-management/web-importer

Open Access 논문혹은해당
네트워크에서원문열람가능한경우
PDF 파일과서지정보같이저장

https://www.mendeley.com/reference-management/web-importer


Find new research – Mendeley web importer



Find new research – 국내데이터베이스 (e.g. RISS)

반출할 서지 파일의 형태
선택 시
*.ris, *.bib 형태의 파일을
선택하여 반출



Find new research – 국내데이터베이스 (e.g. RISS)

*.ris 형태의 서지 파일은 문헌의
서지정보로만 구성.
이 경우 문헌의 PDF 파일은
별도로 다운 받아 첨부해야 함.



Automatic sync Web과Desktop 

프로그램간의실시간
데이타동기화



Build your knowledge

Organize:

Managing your library



저장된 전체 문헌 관리

최근 30일 이내에
저장된 문헌들

즐겨찾는 문헌들

이용자가 발행한
논문목록

Smart Collections

휴지통

읽음, 안읽음 표시

제목클릭으로 정렬

PDF파일 첨부 여부
열람 가능 여부 표시

즐겨찾기 표시

저장된 문헌들 키워드
검색 (title, author, year or 

source)

최근 30일 이내에
오픈된 문헌들

Managing your library



이용자 맞춤 컬렉션

새로운 컬렉션 생성

Creating and using custom collections



선택한 문헌들을
컬렉션 혹은 Group 
으로 이동

Using the action panel



Read:

Highlighting and 

annotating documents

Build your knowledge



Reading PDFs



Highlighting and annotating

원하는문구를
마우스로선택후
하이라이트

우측마우스버튼
클릭하여원하는
내용을노트



Mendeley Notebook

Notebook 목록 확인

새로운 노트북 생성

노트북 타이틀 기입

기존 하이라이트된 부분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하여 “add to notebook” 
하면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자동 추가

노트북에 입력하고 싶은 내용을 직접
입력



Cite:

Using Mendeley Cite add-in 

for Microsoft  Word

Build your knowledge

®



Installing Mendeley Cite (one time setup)

From the 'Tools' menu in Mendeley Reference Manager From the 'Insert' menu 

in Microsoft®  Word

From the 'Insert' 

menu in Microsoft®  
Word for iPad®

From

mendeley.com/reference-management/mendeley-cite

https://www.mendeley.com/reference-management/mendeley-cite


Select Citation Style

Sample



Generating in-text citations in Word

Sample



Edit Citation

Sample 1

1

2

2

3



Insert Bibliography



Insert Bibliography



Change citation style



Change citation style



Refresh Reference

Citation 선택후 “Delete” 

혹은 Drag 방법으로위치
이동등후 “Refresh 

References” 로자동수정



Collaborate:

Create and join 

groups to share ideas 

and references

Build your knowledge



Private Group – Collaboration 

기존 Private Group 목록 및
New Group 생성



Private Group – Collaboration https://www.mendeley.com/community/

https://www.mendeley.com/community/


Private 그룹멤버들과 PDF 

논문파일공유

Private Groups

PDF 논문파일을공유
하면서 highlight , annotation 
을통해의견교류



Talk to us:

Let us know if you need 

help or resources
community@mendeley.com



Mendeley support

mendeley.com/guides

https://www.elsevier.com/ko-kr/solutions/mendeley
https://service.elsevier.com/app/home/supporthub/mendeley/

https://www.mendeley.com/guides/
https://www.elsevier.com/ko-kr/solutions/mendeley
https://service.elsevier.com/app/home/supporthub/mendeley/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