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 정보 관리 프로그램:
EndNote X9

2

주요 업데이트
• 그룹 공유 기능 추가
• 공유 권한 설정 기능 추가
• 투고저널 추천 기능 (Manuscript Matcher) 추가
• 주요 레퍼런스 스타일 업데이트
• 레퍼런스 타입 추가

• Web of Science 와 연동*
•

Web of Science 구독 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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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Note X9 주요 기능
최신 연구 동향
확인
Web of Science의
<View Related
Records>기능 제공 * :
같은 레퍼런스를
인용한 다른 논문
확인

공유 및 관리
라이브러리 공유

레퍼런스 생성, 관리
라이브러리 동기화:
여러 장치에서 이용

Activity Feed: 공유
라이브러리에서
다양한 온라인 데이터
팀원들의 편집 내역 확인 베이스 (Web of Science,
PubMed 등) 에서 레퍼런스
라이브러리 공유 시
불러오기
팀원별 권한 설정:
읽기 전용, 편집 허용
그룹 설정 기능을 통해
(Read-only or
레퍼런스 관리
Read & Write Access)
PDF 파일로 레퍼런스
만들기
그룹 공유 기능 :
엔드노트 온라인/
기존 레퍼런스에 PDF 첨부
데스크탑 모두 가능
Groups Shared by Others: Find Full Text: PDF 파일을
다른 사람이 공유한 그룹 찾아 자동으로 첨부
내 라이브러리에서 바로
PDF에 주석달기
확인 가능

논문 작성
윈도우/맥 OS 모두 MS
워드에서 이용 지원
애플 Pages 이용 지원
간단한 스타일 설정,
수정, 생성
주요 스타일
업데이트:
Chicago, AMA, MLA,
APA
레퍼런스 타입 추가:
discussion forum, TV
episode, social media,
and multimedia
applications

투고 저널
추천

레퍼런스의
영향력 확인

Manuscript Matcher
기능 이용:
엔드노트 온라인/
엔드노트 데스크탑/
MS 워드 툴바 에서
이용 가능

Web of Science의
<View Source
Record> 기능 이용*:
Web of Science
페이지로 바로 이동
– 인용수, 등재
에디션 (SCIE, SSCI,
AHCI 등) 확인 가능
Web of Science의
<Create Citation
Reports> 기능 이용*:
레퍼런스/그룹의
인용보고서
페이지로 바로 이동
– 전체 인용수,
연도별 인용수, Hindex 등 확인 가능

PDF 파일 동기화:
여러 장치에서 이용
엔드노트 데스크탑
오프라인에서 이용

참고:
EndNote X9 업데이트 사항
• Web of Science 구독 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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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ndNote 라이브러리 구성 (윈도우)

3. 스타일 프리뷰

1.모드 버튼
- 로컬
- 온라인
- 통합

4. 검색 패널

2. 그룹 패널

5. 레퍼런스 리스트

6. 레퍼런스 패널
7. 레이아웃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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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ndNote 라이브러리 구성 (맥)

2.모드 버튼: 로컬, 온라인, 통합

5. 레이아웃 버튼

3. 검색 패널

6. 레퍼런스 패널

1. 그룹 패널

7. 스타일 프리뷰
4. 레퍼런스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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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서지정보 만들기 - 1) 온라인 모드, 통합 모드

- 엔드노트 안에서 온라인 DB를 검색해서 레퍼런스 추가
o

1) 모드 버튼에서 온라인 또는 통합 모드 선택

1.
3.

o

2) Online Search에서 검색 DB 설정
More에서 전체 리스트 확인 가능


• 유료 DB는 구독 중인 경우 이용 가능
• Library Catalogue는 무료로 이용 가능
o

3) 검색 패널에서 조건 설정
연도, 저자명, 논문 제목 등 입력> Search
검색 결과 중 다운로드 개수 설정 (예. 1- 10)



• 통합모드: 다운로드 전체 자동으로 저장
o

4) 다운로드 결과 로컬 라이브러리로 보내기
온라인 모드: 원하는 결과를 선택해 저장


• Copy to Local Library 클릭> 저장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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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서지정보 만들기 - 2) 파일 불러오기 (Import)

- 외부 파일 (WoS, PubMed 다운로드 파일, PDF 파일)로 레퍼런스 추가
o

1) 온라인 DB에서 검색결과 다운로드 받기
Web of Science, PubMed 등에서 검색
Send to EndNote (Citation Manager)



o

2) EndNote에 불러오기
메뉴> File> Import > File


• Import Option:
– 다운로드 받은 DB/ 파일형식 선택
– 없는 경우, Other Filters에서 선택
– PDF 인 경우에는 PDF 선택


메뉴> File > Import > Folder
• 폴더 안에 있는 모든 PDF 불러오기
– 하위 폴더 파일 불러오기
– 라이브러리에 그룹 세트 만들기

예. WoS

예. Pub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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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서지정보 관리하기 – 1) PDF 첨부 및 활용

o

1) PDF 자동으로 첨부하기, 서지정보 업데이트 하기
Find Full Text: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DB에서 PDF를 찾으면 자동 첨부


• Found PDF, Found URL, Not found


o

Find Reference Updates: 서지정보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2) PDF 확인 및 메모하기
Open PDF > 팝업 창> 파일에 직접 메모, 강조 등 가능
관련 자료 (이미지, 그래프, 참고자료 등)를 추가 첨부 가능



• Reference 하단 File Attachments에서 확인 가능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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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서지정보 관리하기 – 2) 그룹 기능 활용

o

1) All References
: 라이브러리의 전체 서지정보 리스트 확인

1.
2.

o

2) Recently Added
: 설정한 시간 (1일, 7일, 14일, 30일) 내에 추가된 서지정보 리스트 확인

o

3) Create Group/ Group Sets
Custom Group –수동으로 그룹 만들기
From Groups – And /Or /Not, 자동 업데이트

Smart Groups – 조건 설정 (연도, 제목 등) , 자동 업데이트
Group Set – 하위에 폴더 설정 가능 (온라인 버전 불가)





• 온라인에는 그룹셋 없이 동기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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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서지정보 관리하기 – 3) 공유 기능 활용 (온라인 계정 필요)

o

1) 라이브러리 전체 공유하기
Sync> Share Library> 이메일 입력> 권한 설정> Invite


o

2) 그룹 공유하기
Share Group> 이메일 입력> 권한 설정> Invite
Groups Shared by Others: 다른 사람이 공유한 그룹



EndNot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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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서지정보 관리하기 – 4) 엔드노트 온라인

o

엔드노트 온라인 (Web of Science 아이디와 같은 아이디 사용)
http://www.myendnoteweb.com/EndNoteWeb.html


• 엔드노트 아웃풋 다운로드 페이지와는 별개 (https://endnote.com/downloads/ )



데스크탑 (기관/개인) 이용시: 서지정보 저장/ 파일 첨부 용량 무제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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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Web of Science 연동 – 1) 논문 영향력, 관련 논문 확인하기

o

메뉴> References> Web of Science
View Source Record:


• 선택한 레퍼런스의 Web of Science 페이지
• 인용수, SCIE/SSCI 등 색인 등 확인 가능


View Related Record:
• 참고문헌이 겹치는 다른 논문 목록
• 관련 연구, 다른 분야의 학제간 연구 확인 가능



Create Citation Report (인용보고서):
• 선택한 레퍼런스의 시계열 분석
– 인용수 추이, H-Index, 논문별 인용수 등
• 개별 논문, 또는 그룹별 생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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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Web of Science 연동 – 2) Citation Reports

o

레퍼런스 또는 그룹선택> 우클릭> Create Citation Report 만들기:
인용수 추이, H-Index, 논문별 인용수 등 확인
참고 논문별/논문 그룹별 영향력을 고려해서 참고문헌 리스트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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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Web of Science 연동 – 3) Source Record 또는 Related Records

o

o

단일 레퍼런스 선택> 우클릭> View Source Record/ Related Records

단일 레퍼런스 더블클릭> 레퍼런스 팝업창> View Source Record/ Related Records
참고하는 연구의 영향력 확인 가능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한 관련 논문 모두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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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MS 워드에서 인용하기 – 1) 서지 정보 불러오기, 스타일 설정하기

o

1) 서지 정보 불러오기
Insert Citation : 워드 안에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보고 인용할 정보 선택
Go to EndNote: 엔도노트로 이동해서 인용할 정보 선택



• 인용할 문서 선택> Insert Citation 클릭 -

1.

o

2) 스타일 설정하기 (Configure Bibliography)
Format Bibliography


• 스타일, 링크, 밑줄


Layout
• Bibliography Title, Font, Line Spacing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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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MS 워드에서 인용하기 – 2) 서지정보 수정/삭제하기, 제출용 문서 만들기

o

1) 인용 내용 수정하기 (Edit & Manage Citations)
Edit Reference: 인용 삭제 등
Edit Citation – Prefix, Suffix, Pages 내용 추가
References – 레퍼런스 문서 내용 확인





1.
o

2.
2) 제출용 문서 만들기
Convert to Plaint Text 선택
필드값 없는 문서 생성 >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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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투고 저널 추천 기능 (Manuscript Matcher)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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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

엔드노트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 (온라인 계정 필요)
제목, 초록, 참고문헌 분석 결과로 투고 저널 추천
추천 저널의 IF, JCR 분야, 해당 저널 페이지 링크 제공



<서린바이오사이언스 – EndNote 한국 대행사>
E-mail 문의 : slbts@seoulin.co.kr
전화문의: 1670-5911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고객지원센터>
E-mail 문의 : ts.support.korea@clarivate.com
Website : http://clarivat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