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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son Reuters 사에서 제공하는 EndNote 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논문 작성 및 서지 관리를 위한 

도구로서 수백만의 연구자, 학술지 저자, 학생 및 사서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EndNote 는 해외 유수 저널에 제출될 논문의 문서 및 서지 양식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며, 연구에 

인용된 논문의 서지 및 이미지, 도표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논문 작성 및 서지 관리 프로그램 – EndNote 

 온라인 서지 데이터베이스 탐색 

 참고문헌 정보와 이미지 정보의 관리 및 구성 

 MS Word Templates 를 이용한 손쉬운 원고 작성 

 독특한 편집기능을 통한 서지/도표 목록의 즉시 작성 (5,000 여 가지 output style 제공) 

 Smart Groups (키워드 별 그룹 묶음 기능) 기능 제공 및 자동 업데이트 

 Full-Text 자동 다운로드 기능 : 자관 Open URL 등록 가능  

 PDF 반입기능 향상 : 소장중인 PDF 논문을 EndNote 레퍼런스로 쉽고 빠르게! 

(PDF 폴더를 생성 후 저장된 PDF 의 내용을 자동으로 레퍼런스 전환) 

 PDF 미리보기 : 첨부된 PDF 미리보기 기능 (New!!) 

 수집한 레퍼런스 자동 업데이트 (New!!) 
 

(PDF 미리보기 기능 샘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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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검색도구 

• Online Search 기능 : 3,900 개 이상의 Connection files를 통해 EndNote에서 바로 DB에 접속 및 

검색을 할 수 있음. (Web of Science, Library of Congress 목록, 전세계 대학 Catalog 정보 등) 

• Direct import : Web of Science, EBSCO, Ovid, OCLC 등 여러 자원으로부터 참고문헌 직접 반입 

접근성, 상호활용능력 

• EndNote Web 연결 : 참고문헌의 상호 전송 가능 (Web of Science 구독기관만 이용 가능) 

                      EndNote Web과 파일연동 가능 

• 소속 기관의 온라인 자원과 바로 연결 및 더 빨라진 Full-text 자동 다운로드 

• ResearcherID와 연동 : EndNote Web을 통해 저자커뮤니티인 ResearcherID 에 참고문헌 관리 

 

참고문헌 관리 및 구성 

• 참고문헌의 무제한 생성  

• Group Panel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한 눈에 파악 

- 그룹 옵션 추가 : 그룹 내에 하위 그룹을 생성하여 관리 가능 

- Smart Groups :  원하는 검색어를 통해 자동으로 Reference Subsets 생성 및 자동 업데이트 

- Online Search와 EndNote Web 접근이 쉬워짐. 

• Find Full Text 기능 : 검색한 Reference의 Full-text를 찾아서 자동 다운로드  

(자관의 Open URL 등록 가능)  

• 첨부파일 관리 : 하나의 레코드 당 45 개 까지의 첨부파일을 관리할 수 있음. 

• 이미지 관리 : 도표, 그래프, 이미지 등을 저장 및 참고문헌으로 인용 가능 

• Terms List 제공 : 용어 관리 및 논문에 적용 (저자명, 저널명, 키워드) 
 

레퍼런스 스타일 바로 생성 

• Apple® Pages ’09/ MS Word/ OpenOffice.org Writer3 에서 CWYW 기능 이용 가능 

• 약 5,000 여 가지의 세계 유수 저널의 서지형식을 제공. (수정 및 새로운 형식의 생성도 가능) 

• 참고문헌 서지의 즉시 생성 : 원고 작성을 하면서 인용할 때마다 바로 참고문헌의 서지사항이 

자동적으로 생성됨.  

• 혼합인용 기능 : 하나의 레퍼런스에 여러 개의 하위 레퍼런스 인용 가능 

 

Microsoft Word 템플릿 제공 

• EndNote 에서는 각 출판사별로 요구되는 논문투고 형식을 미리 Word templates 형태로 

제공하므로, 논문이나 원고 작성 시 게재하려고 하는 출판사에 맞는 템플릿을 불러 편리하게 

작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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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Note 활용예시 

(플랫폼 구성 화면 – 그룹관리 / 검색 / 내용보기) 

 

 

(Full-text 자동 다운로드 샘플 화면) 

 

(혼합인용 샘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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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med에서 레퍼런스 직접 반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