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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ndNote 20 들어가기 
 

1. EndNote 20 설치 및 주의사항 
 

1) 설치 파일 다운로드 

의학도서실 홈페이지 http://sgp.futurenuri.co.kr/> 로그인> 자료실> EndNote 20(Windows) 

다운로드 안내’ 에서 Zip 파일 다운받아 설치한다. 

 

 

 

2) 설치 및 주의사항 

윈도우 10/ MacOS 10.10이상에서만 설치. 이하 버전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기능 발생. 

ⓛ 이전 버전 사용자: PC> 제어판>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이전 버전 삭제한 후 설치한다. 

미리 만들었거나 수정한 Output style, Filter, Connection 파일들은 다른 폴더에 백업. 

② EN20Inst.zip파일을 PC에 다운로드> 압축해제> PC에서 이용 중인 모든 응용프로그램 창을 

닫는다. 

③ 생성된 ’EN20’폴더 클릭> EN20Inst 실행(Licence.dat가 같은 폴더에 있어야만 설치 중 Product 

Key를 묻지 않는다).  

 주의: 반드시 열려있는 모든 프로그램 창을 닫고 실행해 주세요. 

④ 자동 설치 위치는 C> Windows> Program Files (x86)> EndNote 20 

 

 

 

http://sgp.futurenuri.co.kr/bbs/content/11_792
http://sgp.futurenuri.co.kr/bbs/content/11_792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의학도서실 문의(1384) 

2                          EndNote 20 User Guide 

 

3) EndNote 20.1 Update 공지 

EndNote 20.1. 업데이트 완료(2021.6.3) 

  추가 기능 

① PDF Tab 추가 

② Insert Citation 아이콘 추가 

③ Group Tab 활성화 가능 

 

 

 

  

Insert Selected Citation 
아이콘 추가 

PDF tab 추

가 

Group Tab 활성화 가능 

PDF tab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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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ndNote 20 호환성 유의사항 

① EndNote 20은 EndNote X9.3.3 이상에서 생성된 library 파일만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② 따라서 공동 연구의 경우 동료 간에 동일한 버전 사용을 권장하며, 

③ X9.2 이하 버전에서 생성된 library 파일을 EndNote 20에서 실행하려면 Convert하여 새로 

생성된 library로 이용한다(단, Convert 과정에서 기존 library에서 생성한 기능이 일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X9.2 이하 버전에서 생성된 library 파일 Convert 방법 

EndNote 20> File> Open Library> 해당 Library 선택하여 불러온 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 

 

 
 

 

④  EndNote 버전 확인 및 업데이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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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ndNote 기본 용어 

1) library(라이브러리)- EndNote 의 파일 이름. 

레퍼런스의 정보를 저장할 하나 이상의 Library 를 꼭 만들어야 한다.  

라이브러리 이름 지정 후 로컬 드라이브에 저장, 클라우드(웹하드), OneDrive 등 공유폴더에 

저장하는 경우 에러 발생할 수 있다.  

라이브러리를 만들면 같은 이름의 ‘*.enl’ 파일과 같은 이름의 *.Data 폴더가 생성되는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활용이 가능하다. 

 

 

 

 

 

 

2) Output Style 

저널별 인용정보 표기 양식(참고문헌 기술 형식)으로 변경해주는 파일. 

*.ens 파일로 제공. 만들어진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편집하여 사용 가능(별도 저장 필요)  

EN>Tools>Output Styles에서 540개 이상 제공. 각 출판사나 학회에서도 자체 저널에 대한 Output 

Style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EndNote Output Style 다운로드 사이트 https://endnote.com/downloads/styles 

 

3) Field Codes 

MS Word(워드)와 EndNote가 연동되어 있을 때 적용되는 Macro. 

논문 투고 시에는 Field Codes 값을 제거하여야 한다(34 p. 참고). 

  

https://endnote.com/downloads/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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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ndNote 20 환경설정 

1) Preferences   EndNote 20> Edit> Preferences… 에서 아래의 사항을 설정.  

 

 

 

ⓛ Display Fields: 레퍼런스 리스트 화면에서 보여지는 컬럼 변경. 10개까지 표시 가능 

② Display Font: Font 사이즈 조정 

③ Duplicates: 반입한 레퍼런스의 중복 검색 Field 조정 

④ Find Full Text: PDF 원문 검색 사이트 설정 

⑤ Folder Locations: Output Style(*.ens), Filter(*.enf), Connection(*.enz) 파일의 저장 위치 지정 

⑥ Libraries: EndNote 시작 시 실행할 Library 파일 

- Open the most recently used library: 최근 사용 Library 를 열 때 (Default) 

⑦ Sync: EndNote Online에 가입 후 개인계정 입력 (Web of Science 계정과 동일) 

 

 

2) Journals Term List  저널 리스트 반입 

EndNote 라이브러리에 반입되는 저널명은 대부분 약어명이지만, NLM 의 공식 약어명이 아니거나 

Full Name 으로 입력된 경우도 있어 저널명의 표시에 일관성이 없게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Journals Term List 를 반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고하는 학술지에 따라 요구하는 학술지 표기 형식이 다른데, 보통 생의학 학술지는 

PubMed 에서 사용하는 Index Medicus 약어명 (Abbrevation 2)을 사용하며, 기초 의학 및 생명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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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학술지는 ISO 약어명 (Abbrevation 1)을, 간호 보건 계열의 학술지는 Full Name 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EN 20> Library> Open Term Lists> Journals Term List 실행 

 

 

② 팝업창 Term Lists>‘Terms’ 탭 

몇 개의 저널리스트가 보이고, 

Full Journal 칸에 약어명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Terms 에 있는 저널명을  

Ctrl+A 를 사용하여 전체 선택 후  

모두 삭제한다. 

 

 

 

 

 

 

③ ‘Lists’ 탭>‘Journals’ 클릭한 후 

Import List...버튼을 클릭한다. 

 

 

 

 

 

 

① 

② 

③ 
 

Ctrl+A 를 사용하여 전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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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Term Lists 창에서  

Korean Medical Terms,  

Medical, BioScience 등  

필요한 파일을 하나씩  

선택하여 반입한다 

 

 

 

 

 

 

 

 

 

 

 

 

 

⑤ 많은 수의 저널이 반입된 것을 볼 수 있으며, Full Journal, Abbrevation 1, Abbrevation 2 에도 

올바르게 반입된 결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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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ndNote 20 라이브러리 명칭 및 기능 

 

 

1) Group Panel  

 All References: Local Library 의 모든 레퍼런스 확인 

 Recently Added: 최근 추가된 레퍼런스 확인(마우스 우클릭하여 기간 설정 가능) 

 Unfiled: 개인 Group에 지정 안된 레퍼런스 

 Trash: All References에서 삭제한 레퍼런스 

 MY GROUPS: 개인 지정 Group 

 FIND FULL TEXT: PDF 자동첨부 진행과정 및 결과 확인 

 GROUPS SHARED BY OTHERS: 다른 사용자와 공유된 Group 

 

 

 

  

단축아이콘 

 

 

 Group Panel  

 

 Search Panel  

 Reference List  

 Summary Tab  

 

 

 Preview Panel  

 

 

 

 

 Online Search  

 Menu B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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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nline Search 

EndNote 안에서 외부 DB 검색 가능- Web of Science, PubMed 등. 

 

 

3) Search Panel 

① Simple Search: 라이브러리의 레퍼런스 중에서 검색. 

 

② Advanced Search: 라이브러리 또는 Online Search Panel에서 DB 선택> Fields 값 설정 후 

And, Or, Not 결합 검색. 

 

  

 검색 할 DB 선택. 

 Search Panel에서 검색식 입력. 

 검색결과를 라이브러리에 추가. 

 들어온 서지정보 확인(Recently Added)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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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ummary Tab 

반입한 레퍼런스의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Preview Panel  

① Summary Tab: 레퍼런스의 상세정보로 PDF 등 

첨부파일 확인, 출처, DOI, 원문연결 URL, 초록 등을 

볼 수 있다. 

② Edit Tab: 레퍼런스의 Field 내용 수정 가능.  

③ PDF tab: 첨부된 PDF 파일을 바로 볼 수 있으며, 

스티커메모, 밑줄, 하이라이트 등의 기능 이용 

가능. 

④  Attach File: PDF파일, 그림 등 최대 45개까지 첨부 

가능. 

5) Preview Panel  

 
① 펼침 화살표를 클릭하여 원하는 저널의 Style 선택 

및 변경 가능.  

② 선택한 저널의 Style 미리보기.  

① ② ③ 

① 

②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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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가 기능 

1) Manuscript Matcher   EndNote Online>일치(Match) 

EndNote의 투고저널 추천 기능. 

 EndNote Online  https://www.myendnoteweb.com 에 로그인해야 이용 가능하다. 

EndNote X9 이상부터는 MS Word의 EN 메뉴에서 바로 이동 가능. 

 제목, 초록, 참고문헌 리스트를 기반으로 어떤 저널에 투고하면 좋을 지 추천해 준다. 

SCIE/SSCI저널 10개까지 추천 

 추천저널의 JCR Impact Factor, 투고 저널의 홈페이지 및 Submit 페이지 링크 제공. 
 

 
 

 

처음 가입자 

기존 가입자. 한번 가입하면 같은 아이디로 

JCR, Wed of Science, EndNote 등 이용 가능. 

논문제목, 초록을 입력 후 ‘학술지 찾기’를 

누르면 투고저널을 10개까지 추천해준다. 

언어변경 가능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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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pture Reference 제공  EndNote Online>다운로드>문헌캡처 

웹페이지 상의 레퍼런스를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보내는 기능. 

① EndNote Online  https://www.myendnoteweb.com 에 로그인 

② 다운로드(Downloads)> 문헌캡처 버튼을 브라우저 북마크에 끌고 와서 이용. 

③ 웹페이지를 열고 북마크바에 있는 ‘문헌캡처’를 클릭. 

④ 데스탑의 EndNote지정 챕처한 파일 *.ris파일 클릭 자동반입(EN 라이브러리를 띄워놓고 

캡처하면 편리). 

 

 

 

 

 

  

EndNote Online에 로그인 
https://www.myendnoteweb.com 

① 

② 

③ 

문헌캡처 버튼을 마우로 
끌어 북마크에 넣는다. 

EN 라이브러리로 10개의 서지가 반입됨.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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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ndNote Click  Downloads> EndNote Click 

PDF 원문을 찾아주는 웹브라우저 플러그인(무료), Formerly Kopernio 

지원 브라우저: Chrome, Firefox, Opera 

PDF 원문 다운로드와 보관 관리. 

A.  https://click.endnote.com/endnote에 가입 후 소속기관 이용권한 검증을 위해 이메일이 오면 

안내에 따라 진행한다.  

B.  기관 이메일을 사용하면 소속기관명을 INJE University…로 인증하여, 기관의 유료 구독 

자료까지 탐색해 준다. 

 

 

 

  

EndNote Online에 로그인 https://www.myendnoteweb.com 후 
EndNote Click https://click.endnote.com/endnote에 이메일로 등
록 가입, 가입 후 소속기관 검증을 위해 ‘확인 이메일’이 온다.  

https://www.myendnotewe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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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References 수집 

1. Library(라이브러리) 만들기/ 백업/ 전달 

1) Library(라이브러리) 만들기  

File> New> 저장 - 새로운 Library 생성.  

원드라이브 등 공유폴더에 저장하는 경우 에러 발생, 로컬 드라이브에 저장을 권장. 

 
 

 

2) Library 백업 및 전달 방법 

File> Compress Library (.enlx) ...> 

팝업창에서 옵션 설정 후> Next 클릭 

*.enlx 파일 생성. 

*.enlx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압축해제.  

 New: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Open Library: 저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열기

 Open Recent: 최근에 열었던 라이브러리 선택 열기 

 Save a Copy: 라이브러리 다른 이름으로 저장 

 Share: 라이브러리 공유. 공유자의 이메일을 입력. 

 Compress Library: 라이브러리의 enl파일과 data폴더 

두가지를 압축하여 하나의 enlx파일로 생성. 이동 및 

공유에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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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ubMed 

Send to> Citation manager> Selection 설정> 다운받은 파일(*.nbib) 을 클릭하여 ‘열기’ 실행하면 

EndNote Library에 자동으로 반입된다(최대 10,000건 까지). 

 

 

 

 

EndNote Library에 자동 반입 화면 

 

 All References: 수집한 모든 레퍼런스를 보여줌. 

 Imported References: 최근 Import한 결과만 보이는 임시그룹. 

Send to>Citation manager 이용 시 세가지 

방법으로 논문 선택 가능. 

 Selection 옵션 이용(검색결과 모두 선택) 

 원하는 논문의 체크박스에 체크 

 논문상세보기 후 하나씩 반입 

Selection  

옵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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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mbase 

Export>RIS format(Mendeley, EndNote)>Export>다운받은 *.ris파일 클릭>EndNote 자동 반입. 

 

 
 

4. Web of Science  

내보내기> EndNote Desktop> 다운받은 *.ciw 파일 클릭> EndNote 자동 반입. 

 

세가지 방법으로 논문선택 가능. 

 Results 페이지 전체 선택 

 원하는 논문 체크박스에 체크 

 논문상세보기 후 하나씩 반입 

논문 선택 후 ‘Export’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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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oreaMed 

논문 선택 후 ‘Display’에서 ‘KoreaMed’로 설정 후 ‘Download’버튼을 눌러 *.txt파일을 PC에 

저장한 후 EN으로 이동한다. 

  

EndNote 상단 메뉴 File> Import> File…클릭 Import File 팝업창에서 저장한 ‘koreaMed.txt’파

일 선택 후  ‘Import Option’을 KoreaMed로 선택 후 ‘Import’하면 EN라이브러리에 반입된다. 

Import Option 에서 KoreaMed 가 없을 경우에는 Other Filters… KoreaMed 선택.  

  

① ② 

③ 

 

① 

② 
③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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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ISS 

검색결과 선택 후 ‘내보내기’ 클릭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창에서 EndNote/Medndeley 선택 

 다운받은 *.ris 파일 클릭  EndNote Library에 자동 반입된다. 

 

 

 

 

 

 

 

 

 

 

 

검색 결과에서 전체 선택 또는 원하는 논문의 체크박스에 하나씩 체크 또는 제목을 클릭하여 

논문상세보기 후 논문 하나씩 ‘내보내기’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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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Google Scholar 

왼쪽 상단에 있는 ‘설정’ 클릭> 서지관리 프로그램 옵션> EndNote> 저장을 먼저 한다. 

  
 

‘EndNote로 가져오기’ 클릭 다운받은 scholar.new 파일 클릭> EndNote 자동 반입된다. 

논문 하나씩 만 반입 할 수 있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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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먼저 KCI 홈페이지에서 개인계정을 만들어야 자료반출이 가능하다. 

검색결과 화면에서 논문 선택 후 ‘자료반출’ 클릭> ‘endnote’ 버튼> 다운받은 *.ris 파일 클릭> 

EndNote 자동 반입. 

   

논문 상세보기 화면에서의 자료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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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Bpia 

DBpia 역시 개인계정을 만들어야 자료반출이 가능하며, 논문상세보기 후 하나씩만 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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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DF 파일 반입  Import PDF files/folder 

EN 상단 메뉴 File> Import> File> PDF 파일 선택 또는 File> Import> Folder> 특정폴더에 있는 

모든 PDF 파일을 자동 반입  Import Option에서 Filter를 PDF로 설정한다. 

 

EndNote는 PDF 파일의 DOI 번호를 찾기 위해 처음 두 페이지와 PDF 메타데이터를 검색, 

https://search.crossref.org/와 매칭하여 정보가 들어 있으면 자동으로 레퍼런스를 생성해 준다. 

만약 PDF 파일에 정보가 없는 경우(스캔 등) 파일명을 제목으로 레퍼런스 생성되며, 비어 있는 

필드는 Edit 탭에서 직접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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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에 DOI 등 정보가 들어 있으면 자동으로 레퍼런스 생성. 

 

 

PDF 파일에 DOI 등의 정보가 없는 경우(예: 스캔 파일)  

파일명을 제목으로 하여 레퍼런스가 생성되며, 비어 있는 필드는 Edit 탭에서 직접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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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Reference 직접 입력 

검색 결과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내용을 직접 입력한다. 

References New Reference 선택 또는 단축아이콘 클릭 새 창에 각 필드에 내용을 입력한다. 

먼저 Reference Type을 선택하고, 각 필드 맞는 서지사항을 입력한다. 

 

 

 

 

 

 

 

 

 

 

 

 

 

 

 

 

 

 

  

<저자 입력 시 주의사항> 

 한 줄에 한 명의 저자만 입력. 엔터 치고 다음 저자 입력(한 줄에 여러명의 저자를 

입력할 경우 한 명의 저자로 인식)  

 성,(콤마) 이름 또는 이름 성 순서로 입력(예: Lee, Mihee 또는 Lee, M. H. 또는 Mihee Lee) 

 이니셜은 마침표나 띄어쓰기 사용 (예: Lee, M. H.) 

 성이 두 단어 이상인 경우 성, (콤마) 이름 입력(예: Dalim Kumar, Baidya) 

 기관명은 맨 끝에 콤마(,) 입력(예: 대한정형외과학회,) 

 저널마다 요구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투고규정에 따라 항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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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레퍼런스 관리 

1. Find Duplicates  중복 레퍼런스 검색 및 삭제 

서지 수집을 모두 마쳤다면 본격적으로 논문을 작성하기 전에 중복 서지를 정리하여야만 한다.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서지를 수집하다보면 중복된 것이 꽤 있을 것이다. 

먼저 Edit> Preferences> Duplicates 메뉴에서 중복값을 확인할 항목을 미리 선택할 수 있다. 

Default 값은 Author, Year, Title, Reference Type이다. 

 

중복 검색할 레퍼런스 선택> 상단 메뉴 Library> ‘Find Duplicates’. 

①  중복 검색 된 레퍼런스를 하나씩 비교하며 ‘Keep This Record’ 선택 또는  

② ‘Cancel’을 클릭하면 중복되는 레퍼런스 중 최신버전(늦게 반입 된)이 모두 선택되어 일괄 삭제 

가능. 삭제 시에는 마우스 우클릭하여 ‘Move References to Trash’ 메뉴 이용. 

 

  

 

 

 

 

 

 

 

 

*여러 개 선택 시 Ctrl+클릭 
*전체 선택 시 Ctr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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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ind Reference Updates  레퍼런스 업데이트 

서지 수집은 대부분 논문 작성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논문 작성 시기와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 있다. 이 사이 Epub ahead of print, In Press, Online First Articles 등 서지정보가 업데이트 되었

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 필요하다.  

 

레퍼런스 전체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 Find Reference Updates  

  

  

*여러 개 선택 시 Ctrl+클릭 
*전체 선택 시 Ctr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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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roups: 수집된 레퍼런스를 체계적으로 관리, 분류 가능 

상단 Menu> Groups 또는 왼쪽의 Groups Panel의 My Groups 우클릭>  

Group Set 하위로  (Custom) Group, Smart Group, From Groups(Combination groups) 생성 가능. 
 

 

 

1) Create Group Set  

라이브러리당 최대 5천개 Group Set 가능, 하위에 여러 개의 Group 생성 가능(온라인 버전 

불가). 

2) Create Group  

이름설정 후 원하는 레퍼런스 추가 (Add References To 또는 Drag & Drop 사용). 

3) Create Smart Group 

특정 검색조건에 맞는 레퍼런스를 묶어주는 기능으로 해당 라이브러리에 레퍼런스가 추가되면 

자동적으로 Smart Group에 update된다. 

수동으로 레퍼런스 추가/삭제는 불가하고 Edit Group메뉴를 이용하여 조건 수정 가능. 

4) Create From Groups  

생성된 Group을 결합(Combination groups) 

기존그룹을 AND/OR/NOT조건으로 지정해 새로 생성. 자동 update. Edit Group을 이용하여 조건 

수정 가능. 

 레퍼런스 전체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 Find Reference Updates 

 Epub ahead of print, In Press, Online 

First Articles 등 자료의 서지정보 업데이

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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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inding full text    PDF 찾기 

References> Find Full Text> Find Full Text 

Reference List> 원문찾기 할 레퍼런스 선택> ‘References>Find Full Text’ 또는 ‘마우스 우클릭’ 또는 

단축아이콘 사용> Find Full Text 기능 이용.  

Found PDF, Found URL , Not found 로 결과가 나타난다. 첨부된 PDF파일은 data폴더에 저장됨.  

원문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의학도서실 홈페이지 전자저널에서 한번 더 찾고, 의학도서실에 원문 

신청 가능하며, 입수한 PDF파일은 References>File Attachments 또는 Summary Tab에서 +Attach 

file 버튼을 이용하여 최대 45개까지 첨부할 수 있다. 

 

 
 
 
 
 

 

 

입수한 PDF파일은 Summary Tab> +Attach file 버튼을  

이용하여 최대 45개까지 첨부 가능. 

  

-복수 선택 시: Ctrl+클릭 
-일정 범위 선택 시: Shift+클릭 
-전체 선택 시: Ctrl+A 

② 

③ 
① 

④ 

원문찾기 

단축아이콘 

-Found PDF: 원문PDF 첨부 완료 

-Found URL: 원문제공 출판사 URL주소만 추가 

-Not Found: 원문PDF 첨부 불가 

 원문찾기 할 레퍼런스 선택  

 References>Find Full Text’ 또는 

‘마우스 우클릭’ 또는 단축아이콘 

 Find Full Text 기능 이용.  

 원문찾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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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ile Attachments 및 PDF 메모하기 기능 

2) File Attachments 기능 

해당 레퍼런스를 선택하면 우측 Summary 패널이 활성화되며 Attach File을 클릭하여 원

하는 파일을 첨부하고, 파일 옆에 펼침화살표를 눌러 삭제나 수정작업 가능하다. 

 

 

2) PDF 메모하기  

엔드노트 안에서 PDF 뷰어 기능을 지원. PDF Tab을 열거나 PDF파일 옆의 펼침화살표를 

눌러 PDF파일을 연다. 메모, 하이라이트, 밑줄 추가 등 가능, 공유(Share)한 사람도 함께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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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utput Styles  

저널별 인용정보 표기 양식(참고문헌 기술 형식)으로 변경해주는 기능.  

540여개의 스타일을 제공. 하지만 논문 투고 시에는 반드시 저널의 홈페이지에 가서 최신 투고 

규정을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  

EndNote Output Style 온라인 사이트 https://endnote.com/downloads/styles 

1) Tools> Output Styles> Open Style Manager… 적용 

 

 

 

EN의 PDF 안에서 스티커메모, 밑줄, 

하이라이트 등의 기능 이용 가능. 

https://endnote.com/downloads/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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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eview Panel> 저널 Style 옆의 펼침 화살표> ‘Select Another Style…’클릭> 원하는 

저널의 Output Style을 선택/변경한다. 스타일이 없는 경우에는 의학도서실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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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utput Style 편집 및 수정  

EN에서 제공하는 스타일과 출판사의 최신 투고규정과 비교하여 바뀐 부분이 있으면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공 스타일이 없는 경우 새로 만들기보다는 비슷한 스타일을 찾아 

편집하는 것이 편리하다. 
 

 

출판사의 최신 투고규정과 비교하여 바뀐 필드/구두점을 수정한다.  

수정한 Output Style은 File> Save As…> 덮어쓰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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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MS Word (워드)에서 인용하기  Cite While You Write 
 

1. MS Word의 EndNote 도구 메뉴(CWYW) 

EndNote 정상적으로 설치 시, MS Word에 EndNote 도구 메뉴(CWYW)가 자동 추가된다. 

 

 
 

2. 참고문헌 삽입 Inserting citations 및 수정/삭제 

1) Insert Citation 

Insert Citation> 팝업창> 검색> 레퍼런스 선택> Insert Citation  

MS 워드 안에서 EN 라이브러리의 레퍼런스를 검색하여 인용하는 방법이다. 

 

 

 

 

  

ㅣ 
① 

② 

③ 

④ 

① Citation을 삽입할 위치에 커서를 놓고, 

② 메뉴 Insert Citation 클릭 

③ 팝업창에서 키워드 검색(Find)  

④ 원하는 Reference 선택(복수 가능) 후 Insert 클릭 

⑤ 자동으로 Citation 번호와 논문 하단에 Reference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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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serting selected citations 

Go to EndNote 또는 Insert Selected Citation(s) 메뉴 이용. 

① Go to EndNote> EN에서 Insert할 레퍼런스 선택> Tools > Cite While You Write (CWYW) > 

Insert Selected Citation(s) 
 

 

 
 

② Insert Selected Citation(s)  

EN에서 Insert할 레퍼런스 선택 Word로 이동, 커서 위치 후 Insert Selected Citation(s)클릭.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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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문헌 추가 Insert  

참고문헌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할 때는 EndNote에서 추가할 Reference(s) 선택> Word 이동> 

커서 위치 후 Insert Selected Citation(s) 클릭. 

 

 

 

 

 

 

 

 

 

4) 참고문헌 삭제 Remove Citation 

Edit & Manage Citation(s) 팝업창 삭제할 Citation 우측의 펼침 화살표 클릭 Remove 

Citation OK 클릭  

 

 

 Edit & Manage Citation(s) 메뉴를 

사용하여 수정하지 않고, 

임의로 수정할 경우 오류 발생. 

발생된 오류는 복구가 불가.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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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utput Style 변경 

Style 펼침화살표 클릭> Select Another Style> 팝업창(Styles)> 필요한 Style 선택. 

 

 

 

 

 

4. 참고문헌 Layout 설정 Configuring bibliographies 

Bibliography 우측의 펼침화살표 클릭> 팝업창(Configure Bibliography)> Layout 탭 선택. 

논문의 Bibliography(REFERENCE)의 Font, Size, 줄간격, 들여쓰기 등을 설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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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엔드노트 코드값 제거하기 Convert to Plain Text   

Convert Citations and Bibliography> 펼침 화살표 클릭> Convert to Plain Text  

출판사에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 엔드노트 코드값을 제거해야 한다. 


 [출판사 투고규정 내 Field code 제거 관련사항 예시] 

 
 

원본은 반드시 따로 저장, Convert to Plain Text를 실행하여 코드값을 제거한 문서를 제출한다. 

  
 

마우스로 드래그 해보면… 

EndNote 코드값이 제거되면  

본문 내 인용번호와 REFERENCE의 

짙은 회색 영역이 해제된다. 

 

 

[주의사항] 

코드값을 제거한 문서에 직접 Typing하여 수정하지 않는다.  

코드값 있는 원본 

코드값 제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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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note 사용 시 유의사항]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면 불충분한 정보가 출력되므로  

 검증된 학술Database를 통하여 정확한 References를 수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EndNote Library는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지만  

 가급적 작성 논문과 하나의 Library를 연동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MS Word에서 EndNote와 연동된 부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Edit & Manage Citation(s)’ 메뉴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임의 수정을 

진행할 경우 오류가 발생하며 발생된 오류는 복구가 불가합니다. 

EndNote에서 사용되는 Style 등 관련파일은  

 C:\Program Files(x86))\EndNote 20 하위에 있는 관련 폴더에 저장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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