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20 변경사항] 1.

① Group panel

인터페이스의 변화
② Search panel

③ Summary tab
① Group panel
- Reference의 관리작업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되는 기본그룹
- 연구목적에 따라 생성하는 Group, Group Set
- Find Full Text 진행 그룹표시
- 공유되고있는 그룹 표시
- Online Search 를 위한 DB 선택

Reference List
② Search panel
- Reference List 의 문헌 검색
- Online Search 의 DB 선택 시 해당 DB에서

문헌 검색

③ Summary tab
- 선택한 Reference 의 요약정보 제공
- Edit tab 전환 시 서지정보 수정 가능

④ Preview panel
④ Preview panel
- Output Style이 적용된 참고문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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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Note X9

Reference Panel – Layout
> > > > > > EndNote 20

Layout button 없어지고
Reference panel
숨기기 버튼만 있음

숨긴 Reference panel 을 다시 여는 방법?
 Reference list 빈 화면에 커서를 두고
더블클릭하면 다시 열립니다.

Layout 위치설정 불가능
- Reference panel: 우측고정 / 숨기기
- Group panel: 좌측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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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Note X9

Reference Panel – 파일첨부 및 PDF 보기
> > > > > > EndNote 20

Reference Panel
안에서 PDF보기 가능

PDF 가 새창에서 열림
Adobe Reader 에서 열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첨부파일명 변경 가능

* PDF 외 파일도 첨부 가능
doc, xls, hwp, jpg, zip 등

* PDF 파일만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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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Note X9

Group panel– Mode 선택과 Online Search
> > > > > > EndNote 20

1. 상단 Online mode 선택
2. Group panel 에서
Online Search 그룹 생성
3. 원하는 DB 선택
4. Search panel 에서 검색

Mode 선택
없어짐

1. Online Search 그룹이 기본모드에 배치
2. 원하는 DB 를 바로 선택
3. Search panel에서 검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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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및 아이콘 구성 변화

새 메뉴 구성: Library
ENX9에서는 없던 Library 메뉴가 추가되었고,
Referenes, Tools 등에 분산되어 배치됐었던 기능들이
Library 메뉴로 옮겨왔습니다.
대표적으로 References 의 Find Duplicates,
Tools 의 Open Term Lists, Sync 등이
새롭게 재배치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