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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도구바(Tool Bar) 복구 Ⅰ

Q: MS Word메뉴에서 Endnote도구바가 사라졌습니다.

① Word의 옵션메뉴 클릭 >> 추가기능 >> COM 추가기능의 이동버튼을 클릭

② COM 추가기능에서 EndNote Cite While You Write를 체크하고 확인버튼을 클릭

③ 2번으로미해결시, COM 추가기능창에서EndNote Cite While You Write 선택 ,삭제후워드종료재실행

④ COM 추가 기능창에서 추가 버튼으로 EndNote Cwyw.dll을 추가

√ EndNote 의 dll 경로
⇒ C:\Program Files\Common Files\ResearchSoft\20\EndnNote Cwyw.d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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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도구바(Tool Bar) 복구 Ⅱ

Q: MS Word메뉴에서 Endnote도구바가 사라졌습니다.

⑤ Word 옵션 > 리본 사용자 지정 > EndNote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



Solution|도구바(Tool Bar) 복구 Ⅲ

Q: MS Word메뉴에서 Endnote도구바가 사라졌습니다.

⑥ EndNote 기능과 충돌을 일으키는 프로그램을 삭제 또는 언로드 상태로 변경

- Word의 옵션을 클릭 > 추가기능 > 타 프로그램 Add-in 체크 해제 또는 삭제 > EndNote 추가

⑦ 6번 까지로 해결되지 않으면 Window의 관리자 권한 상태에서 EndNote를 재 설치

- 이전 설치된 EndNote는 삭제하고 MS Office 프로그램은 끈 상태에서 진행

Window 관리자 실행 방법

✓ Windows 로고키+R 실행창 열기

✓ Netplwiz-> 계정설정메뉴 이동

✓ 사용자 계정창 활성화

✓ 내 계정의 속성을 관리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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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Word에 Reference 반입하면 지정한 J Output Style과 다르게 {저자, 년도, #no} 표현됩니다.

① Formatting 되지 않고 표현된 Reference Style을 내가 지정한 Journal Sytle 로 변경

Endnote 도구바 > Style 의 List중 원하는 Journal을 선택 하거나

② Update Citation and Bibliography를 클릭하여 새로 고침 해 줌

Solution|Citation style 표현 오류Ⅰ

2



1

Solution|Citation style 표현 오류 Ⅱ

Q: Word에 Reference 반입하면 지정한 J Output Style과 다르게 {저자, 년도, #no} 표현됩니다.

② EndNote는 대괄호{ }를 명령어로 인식하므로, Insert Citation메뉴로 참고문헌 삽입하지 않아도

원고에 인용할 Reference를 {author, year #Record number} 로 적어주면 자동으로 찾아 넣어 줌

본문에 { }가 사용되면 이러한 Temporary Citation 기능을 이용하는 것으로 오인

2

Temporary 기능의 OFF

✓ EndNote Preferences 메뉴 클릭

✓ Temporary Citations- Delimiters를 변경

{ } -> [ ] 로 수정



Solution|Reference 자동삽입 불가

Q: Word 문서에서 Reference 를 인용하였는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Word 프로그램에서 EndNote 도구바의 참고문헌 삽입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

√ Word EndNote 메뉴
→Preferences → Enable Instant Formatting on new Word documents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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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EndNote Citation 아이콘 없음

Q: EndNote 20 에서 Reference 삽입을 하려는 인용아이콘이 보이지 않습니다.

EndNote 프로그램의 버전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 필요!!

① EndNote → Help 메뉴 → About EndNote 20 클릭 >> 버전 확인

② EndNote → Help메뉴 →Check for Updates 클릭

③ 최신버전으로 설치하고 EndNote 프로그램 종료 후 재실행 >> 인용 아이콘 생성됨



Solution|EndNote PDF viewer 안보임

Q: EndNote 20 에서 Reference 패널에서 PDF 뷰어가 안보입니다.

EndNote 프로그램의 버전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 필요!!

① EndNote → Help 메뉴 → About EndNote 20 클릭 >> 버전 확인

② EndNote → Help메뉴 →Check for Updates 클릭

③ 최신버전으로 설치하고 EndNote 프로그램 종료 후 재실행 >> PDF 뷰어 생성



Solution|저널의 약어표기 문제

Q: Journal Output Style을 지정했는데 인용한 참고문헌의 저널명이 약어로 표기되지 않아요.

원고작업 중인 Library파일 열고 인용할 참고문헌들의 저널명을 약어로 변환되도록 설정필요!!

① File메뉴 Library 메뉴 → Open Term Lists → Journals Term List 클릭

② Terms tab에서 Journal List를 전체 선택 후 삭제

③ List tab에서 Journals를 선택 후 Imports List 버튼 클릭

√ Medical.txt를 선택하여 Medical Journal Full Term/Abbreviation를 정의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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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잘못된 클래스 문자열"Ⅰ

Q: Word에서 “잘못된 클래스 문자열입니다”라는 오류메시지가 뜹니다.

Word 프로그램에 설치된 EndNote Add-in이 컴퓨터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 필요!!

①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 →C드라이브>>EndNote 실행프로그램 찾기

√ EndNote 폴더 경로
⇒ C:\Program Files\EndNote 혹은 C:\Program Files(x86)\EndNote.exe 

② EndNote.exe 속성 창에서 “호환성＂탭을 클릭 → “관리자 권한으로 이 프로그램 실행”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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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잘못된 클래스 문자열" Ⅱ

Q: Word에서 “잘못된 클래스 문자열입니다”라는 오류메시지가 뜹니다.

Word 프로그램에 설치된 EndNote Add-in이 컴퓨터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 필요!!

①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 → Windows 탐색기에서 EndNote 폴더 검색 →관리자권한으로 실행

√ EndNote 폴더 경로
⇒ C:\Program Files\EndNote 혹은 C:\Program Files(x86)\EndNote 

② 시작메뉴 검색창에서 “regedit”입력하고,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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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잘못된 클래스 문자열" Ⅱ

Q: Word에서 “잘못된 클래스 문자열입니다”라는 오류메시지가 뜹니다.

③ “HKEY_CLASSES_ROOT” 아래 다음 폴더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메뉴 사용권한을 클릭

⇒ “Endnote20.AddinServer”: Endnote 20 version 경우

④ EndNote20.AddinServer의 사용 권한 창에서

사용자 이름 “Everyone” 확인

⑤ Everyone 이 없을 시 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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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잘못된 클래스 문자열" Ⅱ

Q: Word에서 “잘못된 클래스 문자열입니다”라는 오류메시지가 뜹니다.

④ Everyone있다면 선택 → 고급항목 선택 → 사용권한 항목에서 Everyone 클릭

⑤ Everyone 권한 보기를 클릭 → 유형 거부로 변경 →삭제만 체크하고 나머지항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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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Word 논문 삽입 시 종료현상

Q: Word에서 EndNote 로 논문을 삽입하면 워드가 갑자기 종료됩니다.

① 특정 문서에서만 일어난 현상이면 word에 입력된 Filed Code 문제일 수 있으며,

문제의 워드 파일의 Back-File을 만들어 놓음

② 오류가 있는 워드 파일의 EndNote Tool bar로 이동>> Covert Citations and Bibliography 클릭

>> Convert to Unformatted Citaions 선택 한 후

③ 전체 원고내용을 범위로 선택 (CTRL키+A) → 숨어있는 필드 코드 삭제(CTRL키+6)

→ 텍스트 전체 선택 복사(CTL키+C) → Word 새 문서 열기 후 텍스트 붙여넣기(CTRL키+V)

④ 텍스트 옮겨 붙인 Word 새문서에서 EndNote >> Update Citation and Bibliography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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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New Output Style 이용Ⅰ

Q: EndNote에 원하는 학술지 형식이 없어요. 어디에서 Output Style을 받을 수 있나요? 

도서실홈페이지 EndNote 메뉴 → Output Style 게시판에서 원하는 학술지 양식 다운로드

√ EndNote 의 Styles 경로
⇒ C:\Program files(x86) 혹은 Program files \EndNote20\Styles 



Solution| New Output Style 이용 Ⅱ

Q: Output Style을 다운 받았는데, Style 을 찾을 수가 없어요. 

① Output Style 기본 경로는 C:Program Files 혹은 Program Files(x86)/EndNote 20/Styles 폴더에 지정

개인이 선호하는 폴더 지정도 가능하며, 새로운 Output Style 은 개인 폴더로 다운로드 됨

② 개인 폴더와 기본(EndNote/Styles)폴더에 같은 이름 Style 존재하면 개인 폴더에서 우선인식

③ 선호하는 폴더는 EndNote 프로그램의 Preferences 메뉴에서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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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Output Style 적용 오류

Q: Word 문서에 삽입된 Reference의 일부만 지정한 Output Style 로 변경됩니다.

① 문서에 삽입된 참고문헌이 저장된 Library 파일이 열려져 있는지 확인

② 다수의 Library 에서 인용하였다면 해당 Library 모두 열고 사용하거나 Library 하나로 정리

- 인용할 참고문헌을 Library내에서 선택>> CTRL+C 후 옮길 Library로 CTRL+V 붙여넣기

- Word 문서로 돌아와서 눌러서 새로 고침 함

③ 문서에 삽입된 Reference가 EndNote 로 모두 인용된 상태인 지 확인 필요

- 일부는 삽입되고 일부는 수기 작성된 경우도 있거나,  Endnote 필드코드가 삭제된 경우 있음

- Library 에 인용할 참고문헌을 저장한 후 다시 삽입하고 원하는 Output Stye 적용

인용된 서지 목록 보기

✓ EndNote 도구바의

Edit & Manage Citations(s) 클릭

✓ Endnote 로 작업한 참고문헌과

Library 를 확인하여 일치시킴



Solution|Library Damaged 메시지Ⅰ

Q: Library를 열었는데 Library damaged  에러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Library가 손상된 경우이며 EndNote 프로그램으로 Library 복원 작업을 진행!!

① EndNote (해당 Library 열지 않은 상태) → Library메뉴 → Library Recovery 실행

- Endnote를 실행하면 최근에 열어본 Library가 자동으로 열림/ 해당 Library 가 열린다면

Endnote >>New 메뉴 클릭>> 새 Library에서 시행

② 복구할 Library를 선택 후 저장 위치 선택하여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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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Library Damaged 메시지 Ⅱ

Q: Library를 열었는데 Library damaged  에러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ndNote Recovery 기능 외에 Data폴더를 이용한 복구 방법도 가능!!

① 복구가 필요한 Library의 data폴더를 복사하여 다른 위치로 이동

② 해당위치에서 메모장프로그램으로 txt 파일 생성>> .data 폴더와 같은 파일명으로 이름 변경

③ text화일의 확장자명을 .data에서 .enl로 변경 후 >> Library를 열어서 복구된 사항 확인함



Solution|서버실행 실패 OR 예외 오류

Q: Word에서 EndNote 도구바로 Insert Citation하면 “서버실행이 실패했습니다” 메시지가 뜹니다.

Word 프로그램에 설치된 EndNote Add-in이 내 컴퓨터 권한을 받지 못해 발생!!

① Office 프로그램과 EndNote 프로그램을 삭제

② Office 프로그램과 EndNote 프로그램 재 설치

- Window 운영체제와 EndNote 버전이 호환되도록 함 ex) Window 10(64bit) & EndNote 20

Q: Word에서 EndNote 도구바로 Insert Citation하면“서버에서예외오류가발생했습니다”메시지가뜹니다.

이전버전의EndNote CWYW 파일과최신CWYW 파일이공존하여EndNote 도구모음이비정상실행!!

①Window 설정>> 앱 설치 제거에서 >> 이전 버전 EndNote 삭제

② EndNote 20폴더>> Configure EndNote.exe 실행 >>ConfigureEndNoteComponent를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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