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용 에버노트 꼭 알아야 할 7가지 기능
written by 홍순성 (나는 에버노터다 : http://www.podbbang.com/ch/10461 )

에버노트에서 스마트폰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컴퓨터보다 더 오랜 시간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스마트폰용 에버노트를 사용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스마트폰에 맞게 에버노트 작업 환경 
설정부터, 보안, 바탕화면 노트 생성, 여행이나 해외에서 사용하는 오프라인 노트북 활용 등까지, 스마트폰에 맞게 
최적화 작업을 거친다면 좀더 편리하게 사용하리라 봅니다. 이에 해당하는 7가지 기능을 소개합니다.

1. 카메라 노트를 작성할 때 해상도 크기를 적절하게 수정하는 방법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본 해상도 크기는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그 상태로 계속 저장할 경우 노트 용량이 마냥 커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 메모 형태라면 대용량으로 저장하기 보다는 적절한 크기로 조절해서 저장하는 것
이 좋습니다.

▶ 작업 방법 :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위 왼쪽 선택해서 위 사진과 같이 사진 크기를 조절합니다. 필자는 3MB 
정도 저장하고 있으며, 후레쉬 모드는 '끄기 모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폰의 경우는 [설정] 메뉴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새 노트에 자동으로 제목을 넣거나 빼는 방법

Evernote 에서는 캘린더 정보를 불러와 자동으로 제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노트 제목을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활성화 해두면 노트를 자주 생성해야 할 때 제목을 입력해 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목을 넣
을 필요가 없는 노트를 작성할 때에 도 유용하게 활용되는 기능입니다. 만약 제목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이 번거
롭다면 기능을 해제한 후 사용하면 됩니다.

▶ 작업 방법 : [설정] > [노트] > [새 노트에 자동으로 제목 지정]을 선택합니다.
해제할 때에는 [새 노트에 자동으로 제목 지정]에 표시되어 있는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됩니다.

3. 노트 생성에 따른 사용자 환경 지정 방법

보다 빠르게 원하는 형태의 노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사용자 지정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 다. 기본 모드 이외에 
아래와 같이 최대 6개의 작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작업 방법 : [설정] > [노트] > [+버튼 사용자 지정]을 터치한 후 필요한 작업을 선택합니다.

4. 보안이 중요하다면 실행 시 암호 설정

보안 강화를 위해, 휴대폰 또는 태블릿PC에서 에버노트를 실행할 때마다 암호를 입력하도록 암호잠금 관리를 설
정할 수 있습니다. 에버노트 저장 후 중요 문서에 대해서 추가적 보안 관리가 가능해 집니다. (암호 잠금 설정은 
Evernote 플러스 이상 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작업 방법 : [설정], [계정 정보]를 선택한 후 [암호 잠금 설정]을 실행합니다. 이후 원하는 암호를 입력해 암호를 
설정합니다.

5. 노트 링크와 홈 화면에 추가 기능 사용하기

스마트폰에서도 노트 링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트 링크는 특정 노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
며, ‘링크 복사’를 선택해 링크를 복사한 후 원하는 노트에 붙여넣으면 링크한 노트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홈 화면에 추가'는 스마트폰 바탕 화면에 아이콘 노트를 생성해, 에버노트 실행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당 노트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매일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나 당일 하루 종일 봐야 하는 노트라면 스마
트폰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생성해 노트 찾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작업 방법 :

1. 링크를 만들려는 노트를 길게 누릅니다. 새 창이 나타나면 목록에서 [모두 보기...]를 선택합니다.
2. 이후 [링크 복사]를 선택한 후 원하는 노트에 붙여넣기 작업을 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에버노트의 노트를 생성할 수 있는데, 노트를 클릭하면 해당 노트로 바로 이동해서 작업이 가
능합니다. 작업방법은 아이콘 노트를 만들고자 하는 노트를 선택 후 "홈 화면에 추가"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생
성됩니다. 참고로 이 기능은 안드로이드폰에서만 가능하며, 아이폰에서는 별도 앱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6. 오프라인 노트북 관리하기

스마트폰에서는 노트의 캐시 및 헤더 정보 이외에는 다른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노트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려
면 노트를 선택해 노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이나 오프라인에서
도 노트를 확인해야 할 때는 해당 (에버노트의) 노트북에 '오프라인 동기화 켜기' 기능을 켜 놓습니다. 주로 여행 관
련 노트나 이동 시 자주 봐야하는 노트 등에 적용하면 좋습니다. (오프라인 노트북은 Evernote 플러스 이상 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작업 방법 :

(1) [노트북]을 선택한 후 노트북 목록 중 ‘원하는 노트북’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오프 라인 동기화 켜기]를 선택
하면 됩니다.
(2) 또는 [노트북]에서 상위 우측 선택한 후, ‘오프라인 노트북’을 선택합니다. 

7. 고급 검색 활용하기

스마트폰 검색 창에 있는 검색 개선 기능을 사용하면 고급 검색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에서 좀더 세부적인 방법으로 노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작업 방법 : 검색 창에 내용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검색한 후 [검색 개선]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 중에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번 달을 기준으로 작성된 노트만 검색하
고 싶을 때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위 자료는 <프로들의 에버노트> 챕터 1장 부록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프로들의 에버노트 (YES24)

http://www.podbbang.com/ch/10461
http://www.yes24.com/24/goods/20242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