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에버노터다 팟캐스트 구독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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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DDRESS 를 활용하여 Evernote 노트북 별 전
용 이메일 주소 만들기

Evernote 사용자에게는 @m.evernote.com 로 끝나는 고유 이메일 주소가 
제공됩니다. 해당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면 이메일을 바로 Evernote 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기본 노트북으로만 저장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제목에 @노트북명 형식으로 메일을 전달하면 해당 노트북으로 
이동하지만, 매번 제목을 바꾸어 보내는 것도 보통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ENADDRESS 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별 노트북 별로 고유 이메일 주소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학생들 과제 제출 전용 이메일 주소
메일 필터 및 자동 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온라인 FAX 전용 수신함
팀에서 같이 봐야 하는 이메일 한 곳에 저장
Google 알리미 메일 Evernote 에 저장

복합기에서 이메일 전송 기능으로 스캔 이미지 노트북에 바로 저장

어떻게 설정하나요?

아래의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ENAddress 홈페이지 이동

http://enaddress.com 으로 이동합니다. (www.enaddress.com 은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www를 제외한 enaddress.com 으로 접근하
시기 바랍니다.)

2. 계정 연결 또는 로그인

ENAddress 에 최초로 접근하시는 경우 본인의 Evernote 계정과 연동이 필요
합니다. 이미 연동이 완료되신 경우 로그인 계정을 생성하시면 우측 상단의 
[Sign in]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3. 최초 등록시 계정 연결

[Sign up with Evernote to proceed >>]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계
정 인증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Evernote 계정과 
ENAddress 를 연결합니다.

 

이 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본인의 로그인 계정 아이디 (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
를 등록하시면 초기 화면에서 [Sign in] 버튼을 통해 ENAddress 메인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메인 페이지 활용 방법

ENAddress 의 메인 페이지는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기본 셋팅 창
2. 노트북 별 커스터마이징 메일 주소 생성 창
3. 도메인 필터 창

 

이 중 가장 오른쪽에는 ENAddress 기본 이메일 주소가 표시됩니다. 일반적으
로 [계정아이디@enaddress.com] 으로 표시되며 해당 이메일 주소는 
Evernote 고유 이메일 주소 [Evernote아이디.숫자@m.evernote.com] 과 동
일하게 동작합니다. 즉, 해당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면 Evernote 의 기본 
노트북에 메일이 저장됩니다.

기본 노트북이 아닌 다른 노트북으로 전달을 원하는 경우 해당 노트북을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이메일 주소 뒤에 . 으로 시작하는 고유 값으로 원하는 노트북 별 이메일 
주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이메일 주소가 username@enaddress.com 인 경우 
username.partner@enaddress.com 이라는 이메일 주소를 생성하여 해당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전달하는 경우 특정 Evernote 노트북으로 전달 할 수 있
다는 의미 입니다.

 

ENAddresss 의 경우 기본 이메일 주소로 전달되는 이메일 중 특정 도메인으
로 보내진 이메일을 자동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orea.com 으로 
부터 username@enaddress.com 으로 전달되는 모든 이메일은 지정된 특정 
노트북에 저장되는 것 입니다. 

 

위의 두가지 항목과 함께 각종 이메일 등에서 지원하는 Fitler (Gmail 등) 를 함
께 활용하면, 원하는 이메일들을 손쉽게 자동으로 Evernote 의 특정 노트북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5인의 북콘서트

등록 : http://onoffmix.com/event/59598/
일시 : 2016년 1월 13일(수)  오후 7시
장소: 홍대입구역 2번출구,  가톨릭청년회관 5층
입장료 : 2만원 
입금계좌 : 신한 394-12-018251 정진호

발표주제

신정철 - 진짜 내 인생을 사는 법
윤선현 - 이남자의 정리법
홍순성 - 검색기반의 에버노트 분류법
김지현 - 효율적으로 일하는 법
정진호 - 비주얼씽킹의 비밀을 찾아서

세부 일정

18:30 ~ 19:00 등록 확인 / 입장
19:00 ~ 20:00 북콘서트 1부
20:00 ~ 20:15 휴식
20:15 ~ 21:00 북콘서트 2부
21:00 ~ 21:30 저자와의 대화

모든 참석자에게 5명의 저서 중 1권씩 드립니다. (선착순 선
택)

김지현 - 스마트워크 특별전담반  
신정철 - 메모 습관의 힘  
윤선현 -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
정진호 - 비주얼씽킹  
홍순성 - 프로들의 에버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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