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지 관리의 표준

◆

간편한 PDF 파일 다루기

◆

다양한 검색 조건 지원

◆

새로운 레퍼런스 타입과 필드

시스템 요구사양
윈도 2000/XP용
•

펜티엄 450MHz 이상

180MB 하드 디스크 공간
• 256MB RAM
• CD-ROM 드라이브
•

•

인터넷 연결

•

MS 워드 2000, XP, 2003 Cite While You Write 지원

•

기타 워드프로세서 - RTF
document scan 지원

맥 OS

X, 10.3.6 - 10.4.x

•

파워 맥킨토시 450MHz이상

•

MS 워드 X, 2004 -Cite
While You Write 지원

•

기타 사양은 윈도용과 동일

EndNote X의 새로운 사양
•

8개의 필드를 디스플레이 - 다양한 정렬, PDF 아이콘 추가

새로운 레퍼런스 타입 추가 - Grant, Ancient Text, Dictionary, Encyclopedia
• "Electronic Source" 레퍼런스 타입을 "Web Page"으로 변경
• 라이브러리 압축 옵션으로 EndNote 라이브러리를 하나의 파일로 백업
• 하나의 레퍼런스 "Link to PDF" 필드에 45개까지 링크 가능
•

PDF 링크를 EndNote 레퍼런스에 한번에 링크
• 선택한 레퍼런스의 PDF 파일 열기
•

EndNote는 원격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신의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다.
- PubMed
- Silver Platter
- Web of Science
- Ovid
- Library of Congress
- OCLC
- 대학 등 수백개의 인터넷 라이브러리

평가판 다운로드!

www.endnote.co.kr

PDF 파일이나 웹에서
제공되는 논문
레퍼런스와 연결

유니코드 지원, 한글을 비롯한
모든 언어의 레퍼런스 작성

작성과 동시에
포맷된 표,
그림 등 문헌
목록 보기
내장된 워드 서식 파일로
자신의 논문 작성

1,300 여 스타일의 레퍼런스 보기
(그림은 Annotated 스타일)
1,300 여 스타일 또는 사용자
스타일의 문헌관리 포맷 사용

EndNote 라이브러리로
다양한 이미지 관리
- BMP, TIFF, JPEG,
PNG, GIF
- MS 엑셀
- MS 파워포인트
- MS Visio
- 수식
- 화학구조식
- 기술적인 도면
- 등등…

EndNote는
연구원, 학생, 서지 관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헌 관리 프로그램으로 EndNote 는 유니코드 지원으로
한글을 비롯한 모든 언어로 문헌 목록을 관리할 수 있다. 또 크기에 제한 없이 라이브러리를 작성 할 수 있으며,
온라인 문헌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레퍼런스와 이미지를 자신의 라이브러리로 즉시 만들 수 있다.
향상된 성능

검색, 정렬, 가져오기, 등 모든 기능의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지원 언어

한글
• 일본어
• 중국어
• 아랍어
• 그리스어
•

유니코드 지원으로 한글을 비롯한 모든 언어를 추가, 편집, 디스플레이

2바이트 문자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한글은 물론 영어, 일어 등 모든 언어로 라이브러리를
작성 할 수 있다.
추가 및 업데이트 된 Content 파일

EndNote는 다양한 온라인 소스와 출판물들로부터 데이터를 취합 할 수 있다. EndNote에는
800여개의 Connection 파일, 2,300여 출력 스타일, 540여 입력 필터, 180여 템플릿이
제공된다. 이런 Content 파일을 지속적으로 추가 및 업데이트 되며 웹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용자 교육

제품 구입시 사용자 교육비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히브리어
• 유럽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