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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는 에버노터다] 팟캐스트 11편(1부) - Evernote 에 날개를 달아주는 연
동앱 편에서는 MC 들이 즐겨쓰는 연동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소개드렸는데
요. 이번에는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을 글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연동앱이란?

Evernote 연동앱이란, 에버노트와 연동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의미합
니다. 예를 들어 독서 기록 내용에 최적화된 앱으로 독서 메모를 하고 손쉽게 에
버노트에 저장하거나, 스캔된 이미지를 바로 에버노트에 저장할 수 있는 스캔스
냅 스캐너와 같은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바로 에버노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툴 입니다. 이미 이러한 연동 앱들은 수천가지가 넘는데요 Evernote 에
서는 이들을 엄선하여 앱센터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앱센터 : appcenter.evernote.com

홍순성의 BEST 3 연동앱

Sunrise Calendar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아이폰 다운로드

선라이즈 캘린더 는 구글 캘린더, 익스체인지, 아이클라우드 
캘린더는 물론 포스퀘어, 페이스북 등과도 연동되는 통합 캘
린더 입니다. 특히 에버노트의 알리미를 캘린더 형식으로 보
여주어 할일 관리를 캘린더 안에서 손쉽게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PostEver 2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아이폰 다운로드

포스트에버 2 는 저장된 내용을 하나의 동일한 제목의 본문
에 기록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입니다. [아이디어] 라는 제
목의 노트에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계속 쌓거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오늘 일자의 제목 노트 아래 차곡차곡 저장할 
수 있습니다. 

Boogie Board Sync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아이폰 다운로드

사실 부기보드싱크는 앱만으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부기
보드싱크 디바이스와 연결하여 손쉽게 필기 메모를 에버노
트에 저장할 수 있는 연동앱 입니다. 손으로 직접 그리고, 빠
르게 아이디어를 에버노트 내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진대연의 BEST 3 연동앱

Cloze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아이폰 다운로드

클로제 는 통합 연락처 앱이자, 관계 정리 앱이기도 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은 물론 각종 캘린더 그리고 에
버노트를 연결하여 연락처를 중심으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Reflert

웹 서비스
아이폰 다운로드

리플렉트 는 에버노트에 저장된 노트들을 손쉽게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입니다. 특정한 태그 또는 노트북
을 기준으로 필터링 된 노트를 지속적으로 리뷰 하며,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Drafts 4

아이폰 다운로드

Drafts 4 는 생각날때 마다 메모를 적어두고, 그것을 페이
스북, 트위터, 에버노트 어디든 보낼 수 있는 앱입니다. 그
래서 이름 그대로 초안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특히 
Evernote 와 연동하면 다양한 노트들의 템플릿도 만들어 
저장할 수 있습니다. (ENML 을 사용한 고급 팁)

김영일의 BEST 3 연동앱

Boxer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아이폰 다운로드

박서 는 무료 통합 이메일 클라이언트 입니다. 지메일, 익스
체인지, 아웃룩, 아이클라우등 대부분의 이메일 계정을 지원
하며, 스와이프를 통해 메일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스와이프 기능 중 하나로 이메일을 에버노트로 저장할 수 있
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Ever Memo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아이폰 다운로드

에버 메모리 는 에버노트의 심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버노트보다 더욱 간단하게 생각나는 아이디어들을 저장하
고, 클립보드의 내용도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빠르게 실행되는 에버노트입니다.

IdeaPlaces

아이폰 다운로드

아이디어플레이스 는 위치 기반의 노트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존 에버노트에서 지원되는 지도 기능을 너머 더 다양한 위
치 기반의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갈 장소를 
위치 기반으로 미리 노트를 만들어 놓고 컨텐츠를 채우거나, 
위치 알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1인기업가다] 팟캐스트 - 1인 기업가들의 삶과 비즈니스 노하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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