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ndNote 란?

▪ 가장 강력한 서지관리 프로그램

▪ 투고하는 Journal에 맞는 참고문헌 스타일로 손쉽게 변경

▪ 논문 작성시 참고문헌의 통합 관리

Nature

Science



❖ EndNote 의 주요 기능

서지정보및

각종자료관리

•다양한소스에서수집한논문들의서지정보및 Full text 관리

•연구노트및관련자료 (이미지, 그래프, 참고자료등)를한곳에모아관리

•스마트폴더링을통한개인맞춤형연구정보 DB 구축

정보공유및

맞춤저널검색

•연구팀, 혹은공동연구자간의라이브러리공유및의견교환가능

•논문제목과초록을기반으로가장적합한 WoS 저널추천

•추천받은저널정보와투고사이트까지한번에확인가능

저널스타일에

맞는논문작성

•라이브러리에정리해둔레퍼런스들을자유자재로논문에삽입

• 7,000+ 종의저널아웃풋스타일에맞춘 Citation 삽입과레퍼런스목록

•새로운아웃풋스타일이필요할경우새로만들거나기존스타일을수정해서사용



주요 업데이트

• 새로운 인터페이스 디자인 _ 사용자 중심

프로그램 화면 / Reference Summary

• 원문 관리 기능 향상

DOI나 PMCID에 의한 중복 제거

• Endnote Click (구, Kopernio)

PDF 파일을 빠르고 쉽게 찾아서 반입

• 기존 EndNote X9 기능 유지

Manuscript matcher / Share / Web of Science 연동

❖ EndNote 20 주요 업데이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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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관리 기능 향상

DOI나 PMCID에 의한 중복 제거

• Endnote Click (구, Kopernio)

PDF 파일을 빠르고 쉽게 찾아서 반입

• 기존 EndNote X9 기능 유지

Manuscript matcher / Share / Web of Science 연동

❖ EndNote 20 주요 업데이트 내용

20.1 업데이트 (2021.6)

✓ View PDFs 부활

✓ 레퍼런스 인용 아이콘 부활

✓ 200명까지 공유 사용

✓ Retractions (게재 철회) 알림

✓ 400명까지 공유 사용

20.2 업데이트 (2021.11)



❖ EndNote 20 주요 업데이트 내용 (EndNote 20.3)

Insert
Citation

Retraction Alerts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를 직접 연결하여 보다 빠른 아카이빙

▪ 일반적인 데이터 불러오기/내보내기 이외에도 EndNote 내에서 다양한 온라인 소스에 검색
쿼리를 보내고 (구독 환경에 따라 접속 가능) 결과물을 내 라이브러리로 바로 추가 가능

EndNote를 벗어나지 않고 PubMed, Web of Science 검색 가능



❖ EndNote Click _ 쉽고 빠른 PDF 파일 다운로드

▪ Chrome 확장 프로그램 (https://click.endnote.com/endnote)
▪ 전문 PDF를 빠르게 찾아서 제공 / 서지 정보와 원문이 동시에 EndNote 반입 가능

EndNote를벗어나지않고 PubMed, Web of Science 검색가능

EndNote Click과

• View PDF
: 구독 조건에 따른 PDF 
원문을 찾아줌



❖ EndNote Click _ 쉽고 빠른 PDF 파일 다운로드

▪ Chrome 확장 프로그램 (https://click.endnote.com/endnote)
▪ 전문 PDF를 빠르게 찾아서 제공 / 서지 정보와 원문이 동시에 EndNote 반입 가능



❖원클릭으로 Full text (PDF 파일) 찾기

▪ Found PDF : 검색 된 Full text file을 자동으로 해당 레퍼런스와 연결
▪ Found URL : 자동 Full text download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관련 URL을 제공
▪ Not found : 검색 결과가 없는 목록을 제공하여 다른 방법을 시도 할 수 있도록 도움



❖라이브러리 당 5,000개 까지 문서 그룹 생성 가능

▪ 사용자 지정 그룹 : 직접 분류하고 관리하는 매뉴얼 레퍼런스

▪ 스마트 그룹 : 검색 조건에 부합하는 레코드를 자동으로 해당 그룹에 업데이트

▪ 콤비네이션 그룹 : 다른 그룹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조건의 그룹 생성

레퍼런스의
그룹화를통한
효율적인관리



❖연구관련 자료 통합 수록으로 보다 효율적인 정보 및 문서 관리

레퍼런스와연관된자료를한장소에서통합관리



▪ http://www.myendnoteweb.com/EndNote 에접속

▪ 계정이없는경우 Register 클릭하여계정생성

▪ 이메일주소확인을진행하기때문에유효한이메일주소를사용하여야함

❖최대 400명까지 라이브러리 공유 가능

http://www.myendnoteweb.com/EndNote


EndNote 공유 기능

1) 라이브러리 전체 공유하기

▪ File> Share > 이메일 입력> 권한 설정> Invite

2) 그룹 공유하기

▪ Share Group> 이메일 입력> 권한 설정> Invite 

▪ Groups Shared by Others: 다른 사람이 공유한 그룹

❖최대 400명까지 라이브러리 공유 가능



❖ 7,000개+ 아웃풋 스타일을 이용해 가장 효율적인 논문 작업

▪ 7000개가 넘는 아웃풋 스타일 제공
▪ 신규 아웃풋 스타일 생성 및 기존 아웃풋 스타일 수정 가능

▪ 직관적이고 편리한 Edit & Manage citation, Edit Library Reference 기능
▪ 논문 제출 직전 최종 레퍼런스 업데이트 확인 등

Cite While 
You Write



❖내 논문과 가장 적합한 WOS 저널 추천

▪ 논문 제목과 초록을 입력하면 유관 저널 리스트 및 저널 정보 제공

1) 워드 툴바, 2) 엔드노트 그룹 > Manuscript Matcher 클릭



Web of Science
JCR
Etc.

전화 문의 : 1670-5911

E-mail 문의 : slb@seoulin.co.kr

EndNote 한국고객지원

전화 문의 : 080-010-8100

E-mail 문의 : ts.support.korea@clarivate.com

Web Site : http://clarivate.co.kr

클래리베이트애널리틱스한국고객지원센터

참고
사이트

- 엔드노트온라인 (https://www.myendnoteweb.com)
- 아웃풋스타일/필터다운로드 (https://endnote.com/downloads/)
- 엔드노트교육영상 (https://clarivate.com/webofsciencegroup/support/endnote/)
- 엔드노트문의사항 (https://support.clarivate.com/Endnote/s/?language=en_US)
- 엔드노트관련자료 (영문) (https://clarivate.libguides.com/endnote_training/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