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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Note 20 개요

 EndNote is a reference management software package which can be 

used to manage bibliographies and references when writing thesis and 

other academic texts. 

 References can be imported directly from library catalogues and article 

databases into the software. 

 EndNote is connected to Microsoft Word, enabling you to insert citations 

as well as automatically create and update a literature list in your Word 

document. 

 The software has many different bibliographic styles that define the 

appearance of your citations and literature list. 

 With EndNote, it is possible to quickly change the bibliographic style of a 

text. 

Reference import
- Direct Import / Online Search

- Find full text를 통한 PDF file 

자동 반입

EndNote 20 주요 기능

Reference 저장 및 관리
- group 별 reference 관리

- figure attachment

- file attachment

Cite While You Write
- 원고작성 중 인용 및 서지사항 자동 생성

- Microsoft Word와 호환

Manuscript Matcher 제공
-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데이터에서 원고와 일치도 높은 저널 검색

- Impact Factor, JCR 카테고리 정보 제공

- 저널의 홈페이지 및 투고 페이지 링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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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Note 설치

EndNote는 사용해야하는 PC 또는 노트북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2. 도서관 홈페이지 전자정보원 -> 학술 DB -> EndNote 20 download 클릭, file 다운로드

3. 저장된 CUKEndnote20.zip 파일의 압축 풀기

4. 압축 해제한 폴더 안의 install 파일 실행 ⇒ EN20inst

1) 압축 file은 ‘열기‘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저장” 하고,

2) 저장한 file의 “압축풀기” 후 설치

★ 압축 file을 “열기＂또는 저장된
file을 “실행”하여 설치하면
Trial version이 설치됩니다. ★

Output Style 추가 설치를 원한다면

1. Select Installation Type에서 Custom 선택 후 Next 

2. Select Features에서 Additional Styles 선택 후 원하는 그룹 선택

3. Will be installed on local hard drive 선택 후 Next 

* EndNote X9 user는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삭제 후 설치

* MS word 등 MS office 종료 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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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Note 실행

1. 프로그램 ⇒ EndNote 검색 후 실행 또는

2. install 시 setting된 폴더에서 EndNote 실행

[C:\Program Files\EndNote 20\EndNote.exe ]

menu

References list
Group panel

References
panel

EndNote library main 화면

icon

Search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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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Note 시작

1. File ⇒ New 선택

2. Library 이름 설정

3. Library 이름 저장 시 ***.enl file과

***.data file이 set로 생성

Library 만들기

1. 왼쪽 패널에 커서를 두고

2. 우측 마우스 클릭

3. Create Group : 개별 그룹 생성

Create Group Set : 그룹세트 생성

(5,000개씩 생성 가능)

Create Smart Group 
- Import 되는 reference 중 입력한 특정

키워드(저자, title 키워드, 출판연도 등)에
해당하는 자료 자동 필터링 기능

- 해당 Group Set 내 reference 중 일치되는
reference 자동 반입(추가 반입도 적용)

Create Group : 자료 저장 폴더 생성

Group Set

Group

Library 생성 할 때 피할 위치
* Windows
* Program files
* Google Drive/OneDriv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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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mport

1)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reference export(EBSCO 계열 DB 동일)

특정 자료 export

1. 특정자료 우측 상단의 아이콘 클릭

(또는 자료명 클릭 후 3번)

2. 화면 우측 상단 아이콘 클릭

3. 자료 선택 후, 반출(서지관리도구) 클릭

4. RIS 형식으로 직접 내보내기 선택 후

저장

1

2

3

1. 자료 검색 후, 화면 우측 상단 공유 버튼 클릭

2. 검색결과 클릭
3. 화면 우측 상단 아이콘 클릭
4. 자료 선택 후, 반출(서지관리도구) 클릭

5. RIS 형식으로 직접 내보내기 선택 후 저장

한 화면의 모든 자료를 일괄 export 

4

RIS ?
Research Information Systems Citation File 
Research Information Systems에서 생성된
표준화된 태그 포맷 파일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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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mport

2) RISS reference export

3) 국내 DB reference export
대부분의 국내 DB는 자료 선택 후,  내보내기/서지반출 등으로 export 가능

단, DBPIA의 경우 아티클 상세정보 클릭(여러 건 선택 불가) 후 Endnote 선택

1. 검색결과에서 원하는 레코드의

좌측 체크 박스 선택

2. 화면 상단의 내보내기 버튼 클릭

3. Endnote 내보내기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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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mport

4) 해외 DB reference export: APA PsycArticles

1. 자료 검색 후 선택 ⇒ Export 선택

2. Export citation to RIS 선택

ScienceDirect

RIS ?

1. 자료 검색 후 선택 ⇒ all save options   

2. RIS(works with EndNote, Citavl, etc.) 선택

3.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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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mport

Pubmed

1. Pubmed에서 자료 검색 후 선택
2. Send to ⇒ Citation manager

⇒ Create File 선택

5) Google Scholar reference import

1. 검색 전, Google Scholar에서 서지관리 프로그램 사용 설정 필요

2. 버튼 ⇒ 버튼 ⇒ 서지관리프로그램 ⇒ EndNote 선택 후 저장

검색 후, EndNote로 가져오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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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mport

6) Linking resolver에서 reference import

1. Linking resolver 화면에서

2. 서지정보 반출 ⇒ RIS File 형식으로

서지정보 반출하기

Linking resolver는?

 도서관 전자저널 구독 여부 확인 tool입니다.  

 원문(Full text) 보기 항목을 클릭하면, 전자저널로

이동하여 full text를 PDF 형태로 이용 가능

 원문 미구독 시. 타대학으로 원문복사신청 가능

1. References  ⇒ New Reference

2. 반입할 자료 서지정보를 항목별로 입력

3. 화면 우측 상단의 SAVE

7) reference 직접 입력

Ctr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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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DF file Import

PDF 개별 file import

Folder 내 PDF file import

1. File ⇒ Import ⇒ File 선택

2. 반입할 PDF file 선택

3. Import Option에서 PDF 선택

4. Import ⇒ 레퍼런스 반입 확인

1. File ⇒ Import ⇒ Folder 선택

2. 반입할 Folder Choose 

PDF file import options 지정

1. Edit ⇒ Preferences 선택
2. PDF Handling 선택
3. PDF Auto Renaming Options ⇒ Author + Year + Title 
4. PDF Auto Import Folder ⇒ Enable automatic importing

 Subfolder안 file도 포함하여 import 가능
 폴더명으로 Group Set 생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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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ubmed reference import

1. Tools ⇒ Online Search 선택
2. DB 선택(PubMed(NLM))
3. Choose

EndNote내에서 Pubmed DB 직접 접속 및 search 가능

1. 화면 좌측 하단 Pubmed(NLM) 선택

2. 화면 상단 검색창에서 저자, 아티클명, 

출판연도 등 키워드 입력 후 search

Pubmed DB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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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후, reference 이동

1. DB 등에서 선택하여 내보낸 자료는 EndNote의 Recently Added(& Unfiled) 폴더로
자동 반입

2. 이동할 자료를 선택(Ctrl 또는 Shift key 이용)하고, 이동할 group으로 왼쪽 마우스 커서
Drag & Drop

3. Group을 지정하지 않고 연속으로 import 하는 경우, Unfiled 폴더에 데이터가 누적되고, 
최후에 import된 데이터만 Recently Added에서 확인 가능

Group 내 자료를 delete 하면
Unfiled 폴더로 이동

(All references or recently 
added에서는 trash로)

⇒ Unfiled에서는 Trash로
⇒ Trash에서는 영원히 bye

자료 선택은 Ctrl / Shift key + 마우스 왼쪽 버튼

Ctrl+A: Select all

Ctrl+C:  Copy

Ctrl+X: Cut

Ctrl+V: Paste

Ctrl+D: Delete (delete key와 동일)

* 필드명 클릭: 해당 필드 자모순으로 sorting
* 저자명 sorting 후 영문 저자 앞 글자 key-in으로

자동 검색 가능

Important !!

자료 선택
(Ctrl or Shift +       left key)

& Drag ⇒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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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list(참고문헌 목록) 작성

자주 사용하는 Output style 선택 및 저장

원하는 journal style이 없다면, 

Get More on the Web 클릭

⇒ 검색 후, 다운로드

⇒ C:\Program Files\EndNote 20

\Styles에 저장

1. Tools(Edit에서 변경) ⇒ Output Styles

⇒ Open Style Manager

2. 저널 검색은 우측 마우스 find

3. Category 별로 sorting 가능(fin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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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list(참고문헌 목록) 작성

1. references 선택

2. File ⇒ Export 

3. 파일 형식(*.rtf) 선택

4. Output style 선택 후 저장

Ctrl+?

MS-word 기반이지만
참고문헌 목록은
한글 프로그램에

붙여넣기 가능합니다.

Reference print는
1. references 선택
2. File ⇒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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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styles 편집

1. Tools ⇒ Output Styles 선택

2. Edit 하고자 하는 style 선택

1. Citation(본문 내 인용), Bibliography(참고문헌),  

Footnote(각주) ⇒ templates에서 변경

2. Edit 완료 후, File ⇒ Save As ⇒ style name

3. Open Style Manager에서 새로운 style 선택 후 이용

한국심리학회지

예) 국내학회지에서 한글과 영문 참고문헌의 기술 방식이 상이할 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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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 While You Write(MS Word)

1. citation을 삽입할 곳에 커서 위치
2. EndNote 20 tab ⇒ Insert Citation ⇒ 자료 Find ⇒ Insert
3. Update Citations and Bibliography 선택

Endnote에서
자료 drag

Citation(내주) 수정: 예) 연구자 이름을 주어로

1. Edit & manage citation
2. Edit Citation ⇒ Formatting ⇒ Display as: Autho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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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Matcher:  투고에 적합한 Journal 찾기

1. Group 선택 후 오른쪽 마우스 클릭

2. Manuscript Matcher

3. 제목 및 초록 입력

4. 적합한 학술지 정보 확인

1. MS word의 EndNote 20 tab 

2. Convert Citations and Bibliography 

⇒ Convert to Plain Text 

3. File copy 후 저장 (필드 코드 제거 후 수정 불가)

자료 작성 후, field Code값 제거: Convert to Plai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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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 Matcher

* 24,000 종 이상의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데이터에서 원고와

일치도 높은 저널을 검색

* Impact Factor, JCR 카테고리 정보, 

저널의 홈페이지 및 투고 페이지 링크 제공

MS word에서 Manuscript matcher 이용

EndNote online 
계정 생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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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Note 추가 기능

1) Find fulltext: fulltext search & import

reference의 fulltext를 자동으로 검색,
Endnote로 import하여 reference와 matching
1. Full text search할 references를 선택
2. References ⇒ Find Full Text 
3. Full text가 import되면 Clip 아이콘 display

☆ 출판사에서 원문 접근 허락한 full text만 반입 가능

☆ 국내 자료(KISS, DBPIA 등)는 full text 찾기 불가

2) File & Figure attachments
1. References ⇒ File Attachments ⇒ Attach File  ➜최대 45개
2. References ⇒ Figure ⇒ Attach Figure (1개만 허용)

Reference 패널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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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Note 추가 기능

3) PDF file 이용하기

우측 패널에서 원문 Open

Markup/annotation
• sticky note
• Highlight
• Underline
• Strike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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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Note 추가 기능

5) EndNote 실행 시 자동으로 Open 될 Library 설정

1. Edit ⇒ Preferences ⇒ Libraries

2. When EndNote starts

1. 가장 최근에 사용한 Library Open
2. 지정한 특정 Library Open
3. Library 선택 화면을 통한 Open
4. EndNote 만 실행

4) Find duplicates

1. Library(References에서 이동)

⇒ Find Duplications

2. 중복 reference 조회 완료

3. Skip, Keep This Records 메뉴를 이용하여

중복 reference 삭제

4. Cancel 시, 여러 건의 중복자료 한꺼번에 삭제

남기고 싶은 자료의
Keep This Record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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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외에서 Find Full text 기능 사용을 위한 환경설정

★ Find full text 기능 사용 후,  설정을 꼭 해제해주세요 !!!

★ Find full text 기능을 사용할 때 마다 환경설정이 필요합니다.

1.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catholic.ac.kr) 접속
2. 브라우저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연결 ⇒ LAN설정
3. 자동 구성 스크립트 사용에 V 체크

http://libproxy.catholic.ac.kr/stdpc.js?pi=a  입력 후 확인
4.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EndNote 실행

1.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catholic.ac.kr) 접속
2.  브라우저의 설정 ⇒ 고급 ⇒ 시스템 ⇒ 컴퓨터 프록시 설정 열기

⇒ 설정 스크립트 사용 켬 ⇒ 스크립트 주소에
http://libproxy.catholic.ac.kr/stdpc.js?pi=a  입력 후 확인

3.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EndNote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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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Note Online

1. Google에서 My endnote 검색

2. Register 

3. Email에서 Activate

4. Sign in 

1) EndNote Online 계정 생성

https://www.myendnoteweb.com/EndNoteWeb.html

1. 학술 DB 검색 후,
2. EndNote Online 또는 web으로 export
3. EndNote web에서 Direct import

RIS file로 export 한 경우
EndNote web에서 수집 ⇒ 문헌 가져오기
⇒ file선택 후 Import

2) EndNote Online으로 reference 반입



26

EndNote Online과 desktop 연동 -sync

3) EndNote Desktop과 Online 연동

감사합니다.

연동할 online 계정의
E-mail, Password 입력

1. Edit ⇒ Preferences 선택

2. Sync 선택

3. Online 계정 입력

4. 하단의 Sync Automatically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