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교의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더욱 스마트한 연구생활을 선사해주세요.



오늘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연구자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자들에게 꼭 필요
한 것은 세계 곳곳에  있는 그들의 공동 연구자가 입력하는 레퍼런스 내
용을 꼼꼼하게 관리하면서도 참고문헌 목록을 제작, 유지  및 공유하는 
일련의 번거롭고 시간 소모적인 과정을 없애주는 것이겠지요.  

불편하고 힘든 과정은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가장 우수한 연구는 신속하
게 찾아내면서 그들의 논문을 어떤  저널에 제출할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면, 연구자의 성과는 한층 빛나지 않을까요?   

EndNote X9는 연구자의 서지정보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로  하나하
나 연구 자료를 만들고 템플릿을 바꾸는 등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잡다한 
참고 문헌 관리 업무에서 연구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획기적인 시스템입
니다. 또한 2018년 여름 새롭게 출시된 X9 버전에서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기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연구자간의 협력은 보다 쉽게, 언제  어디에서나 컴퓨터 환경  및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EndNote를 사용해보세요.  



그룹  쉐어링(Group sharing) 기능으로 라이브러리 파일을 전체 공유는 물론 부분 공유까지 간편하게

팀원별로 공유 라이브러리에서 편집 권한 및 읽기 권한을 다르게 제공하여 간편하게 팀 관리 

팀원들의 수정내용 및 활동을 라이브러리에서 추적

Smarter insights –  Web of Science 를 통해 제공

메뉴 스크립 매쳐(Manuscript Matcher)를 통해 내가 제출하려고 하는 논문에 가장 잘맞는 저널 찾기

Web of Science 구독 시 인용 리포트(Citation Report)를 통해 참고문헌 그룹의 영향력과 연관성 확인

EndNote X9 사이트 라이센스는  기관(단체)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이트 라이센스를 통해 기관의 학생 및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Endnote 문의 안내 
공식 글로벌 홈페이지 : endnote.com
한국어 홈페이지 : clarivate.co.kr
한국 고객 구독 및 상담 안내 : 
공식 대행사 서린 바이오 사이언스
1670-5911 ㅣ slbts@seoulin.co.kr

소셜미디어 : 
twitter.com/EndNoteNews 
youtube.com/EndNoteTraining

EndNote와 함께 언제 어디에서나 여
러분의 연구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호환 안내 
작동 시스템 환경 : 
Windows 7 SP1 or later | macOS 10.10 or later

Cite While You Write™ 호한 MS 워드 버전 : 
Microsoft Word 2007, 2010*, 2011, 2013*, 2016*

서지정보 포맷 통합 안내 :
Wolfram Mathematica 8, Apple Pages

*32 and 64 bit

받으신 제품키(product keys)는 매킨토시 및 윈도
우 모두 호환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 2018 Clarivate Analytics. All rights reserved. Clarivate and its logo as well as EndNote are trademarks of the  
Clarivate Analytics group.

Apple, Mac, Macintosh, Pages and iPad are trademarks of Apple Inc. 
All other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사이트라이센스 구독자는 이 외에도 구독 기관의 IT팀까지 포함하여 구독 후 제
품 설치 단계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고 기관에 최적화된 시스템 환경을 제공받
게 됩니다. 또한 구독 담당자 및 사용자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교육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코리아에서는 사이트라이센스 구독만을 담당 및 지원하
고 있으며 개인사용자는 글로벌 endnote.com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Smarter workflow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기기에서도 온라인 버전 접속  가능 

참고문헌을 워드파일로  즉시 생성 및 포맷 변경 가능  

서지정보에 넣을 수백개의 온라인 자료 및 PDF 파일을 통합 검색 

파일 용량이나 참고문헌 저장 갯수 무제한

원클릭으로 손쉽고 빠르게 서지정보의 원문(full text) 확인

읽고, 리뷰하고, 주석 달고 PDF 검색까지 간편하게! 

나만의 서지정보  만들기를 통해 진행중인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을 자동으로 생성 

자동 서지정보 및 링크 업데이트 기능으로 항상 최신의 정확한 데이터로  관리

블로그, 멀티미디어 및 소셜 미디어 등의 최신 채널을 포함한 참고문헌 관리

새롭게  추가된 리프레쉬드 스타일(Refreshed Styles) 기능으로 Chicago, 
ALA, MLA 그리고 APA와 같은 주요 서식을 최신 스타일로 유지

https://twitter.com/EndNoteNews
https://www.youtube.com/user/EndNoteTrai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