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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efWorks 이용 매뉴얼

ProQuest 한국지사

02-733-5119

Korea@asia.proquest.com

1. New RefWorks 계정 만들기



2

1. New Refworks 주소로 바로 접속

https://refworks.proquest.com 

또는

2. 현재버전에 안내되어있는 링크 정보 클릭

https://refworks.com/refworks 로 로그인 후

왼쪽 위편에 있는” Move to the newest 

version of Refworks ProQuest” 링크 클릭하여

접속

1. ID로 사용할 이메일 주소와 암호 설정(최소

6자리이상) 후 등록 버튼 선택

이후 계정생성과정은 슬라이드 P.6 (1-4. 
Activation Link 통해 인증하기) 참고

1-1. IP 대역내 계정생성
-교내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계정생성 가능

1

2

1-2. 기관 이메일로 계정생성
-교내 또는 외부에서 계정생성 가능

1.해당 기관 도메인이 있는 이메일

주소 입력  “check” 버튼 클릭

☞ 기관에서 RefWorks를 구독하고

있는 경우, 2번과 같이 사용 메시지가

나타남

2.비밀번호 설정

☞ 비밀번호는 최소 6자리 이상 입력

3. 이메일 확인

4. 입력한 이메일로 계정 활성화와

관련된 링크가 발송

이후 계정생성과정은 슬라이드 P.6 (1-4. 
Activation Link 통해 인증하기) 참고

1

2

3

https://refworks.com/refworks
https://refworks.com/ref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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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초대메일 받아 계정 생성
- 기관외부에서 기관 담당자에게 초대메일을 받아 계정생성

1. Invitations email 확인

2. Invitation email을 링크를 클릭

3. ID로 사용할 메일 계정입력

4. 이후 계정생성과정은 슬라이드 P.6 

(1-4. Activation Link 통해 인증하기)

참고

1

2

3

1-4. Activation Link 통해 인증하기

5. 이용자 정보 입력

☞ 이름, 성 정보 입력

☞ 연구분야 및 연구자 유형 선택

후 “Next” 클릭

6. 계정 생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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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지 정보 및 원문 정보 반입 방법

2-1. 레퍼런스 반입하기-DBpia

1. 검색결과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레퍼런스 선택후 “인용하기” 버튼

선택

2. “RefWorks” 선택

3. 반출하고자 하는 언어 선택 후

“RefWorks로 서지보내기“ 선택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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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레퍼런스 반입하기-KISS

1. 자료 검색 후 반출하고자

하는 레퍼런스 선택

2. “서지반출“ 선택

3. RefWorks로 바로가기 선택
1

2

3

2-1. 레퍼런스 반입하기-RISS

1. 자료 검색 후 반출하고자 하는

레퍼런스 선택후 “내보내기“ 선택

2. 내보내기 형태- “RefWorks” 선택

3. “내보내기” 버튼 선택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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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레퍼런스 반입하기 - ScienceDirect

1. 자료 검색 후, 반입하고자 하는

레퍼런스 선택

2. “Export“ 버튼을 클릭 후 “Save 

to RefWorks” 선택
1

2

2-1. 레퍼런스 반입하기 – EBSCO 플랫폼

1
1. 검색결과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레퍼런스를 “폴더＂에 담기

2. “내보내기(Export)” 선택

3. “RefWorks로 내보내기(Direct Export to

RefWorks)” 선택

4. “ 저장(Save)” 선택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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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레퍼런스 반입하기 –ProQuest 플랫폼

1. 검색결과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레퍼런스 선택

2. “Save” 선택 후 “RefWorks” 선택

3. Export/Save 팝업창에서

“Continue” 버튼 클릭
1

2

3

2-2. 레퍼런스 반입하기-PDF Drag&Drop

1. 텍스트로 된 PDF파일 선택

2. Drop files here에 파일들을 드래그 하여

올려놓기

3. 레퍼런스 분석 후 레퍼런스+원문 반입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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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구 메뉴에서

“Install Save to  Refworks” 클릭

2. 페이지 이동 후 “Save to Refworks”

를 북마크에 Drag&Drop 하기

3. 북마크에 “Save to Refworks”  

아이콘 추가완료

1

2

3

2-3. 레퍼런스 반입하기 -Save to RefWorks

1. 반입할 레퍼런스 상세화면 선택 후

북마크에 추가된 “Save to Refworks”

클릭

2. Save to RefWorks 창이 나오면서

자동으로 서지 정보가 추출됨

원문까지 함께 저장하고 싶은 경우

“ We found a link to the full text, we will try to

save it” 함께 선택

3. Save to RefWorks를 클릭하면 선택한

레퍼런스 또는 레퍼런스 + 원문이

RefWorks로 반입

4. 반입한 레퍼런스를 확인 하려면“ view 

in RefWorks” 선택

2

2-3. 레퍼런스 반입하기 -Save to RefWorks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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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 후

“Create new reference” 

선택

2. 수동적으로 레퍼런스 입력

또는 Title 검색 후 번개 모양을

활성화 시키면 Summon DB와

Title 매칭 후 추천해 주는

레퍼런스 클릭하여 일괄적으로

레퍼런스 반입

3. “Save” 클릭

1

2-4. 레퍼런스 반입하기-레퍼런스 입력하기

2

3

2-5. 서지 정보 반입하기 – Search Databases 

1. Search Databases 클릭

2. 검색할 DB 선택 (z.39.50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사이트) –ex. PubMed, Library 

of Congress, etc. 

2. 검색어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3. 검색결과 목록에서 반입할 레퍼런스

선택 후 반입 할 폴더 명 또는 import 

버튼 선택

1

2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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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서지 정보 반입하기- 텍스트로 다운받
아 반입하기( .nbib, RIS, BibTex, etc.)

1

2

1.        아이콘 클릭 후  Import 

references 를 클릭

2. 반입할 파일을 Drag 하거나

“Select a file from your computer” 

클릭

2-6. 서지 정보 반입하기- 텍스트로 다운받
아 반입하기( .nbib, RIS, BibTex, etc.)

1

2

1.        아이콘 클릭 후  Import 

references 를 클릭

2. 반입할 파일을 Drag 하거나

“Select a file from your computer”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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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서지 정보 반입하기- 텍스트로 다운받
아 반입하기( .nbib, RIS, BibTex, etc.)

3 . 반입하고자 하는 파일

포맷 검색

4. 특정한 포맷이 있는 경우

선택

5. 반입버튼 선택

3

4

5

3. 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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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폴더 만들기

1

2

1. Add a folder (폴더추가) 선택

2. 원하는 폴더명 입력

3.“저장(Save)” 버튼 클릭

3

3-2. 폴더로 레퍼런스 이동하기

1. 전체레퍼런스 리스트

에서 폴더로 이동할

레퍼런스 선택

2. 이동할 폴더 선택

3. 적용(Apply) 버튼 선택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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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폴더 공유하기

1

1. 공유할 폴더 선택후
“폴더공유(share a folder)선택
또는 폴더공유(share a folder) 
선택후 원하는 폴더 선택

2. 폴더공유 옵션 설정

- 초대한 사람만 폴더를 공유하거나
기관 전체 사람에게 폴더공유 가능

-특정사람만 초대할 경우 이메일
주소 입력

3. “Read/ annotate/ mortify”등
다양한 권한 설정가능

4. 완료(Done) 버튼 선택하면 폴더
공유 설정 완료

1

2

3

4

3-4. 레퍼런스 수정하기

1. 수정할 레퍼런스 선택

2. 아이콘을 클릭 : 
레퍼런스 자료를 편집

3. Title 매칭 서비스를 통해
Summon 정보로 전체
레퍼런스 반입 가능하며,
수기로 입력도 가능

1 2

3

1. 수정할 레퍼런스 선택

2. 아이콘을 클릭 : 
레퍼런스 자료를 편집

3. Title 매칭 서비스를 통해
Summon 정보로 전체
레퍼런스 반입 가능하며,
수기로 입력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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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원문 보기 및 하이라이트, 노트입력

1. 원문이 있는 파일은
썸네일로 표시 됨

2. “읽기(Read)” 버튼 선택

1

2

3-5. 원문 보기 및 하이라이트, 노트입력

PDF 원문을 확대-축소, 인쇄-

다운로드- 하이라이트 표시 및

노트 입력 등 논문 Review 

과정에서 필요한 PDF 기능을 활용

1. PDF원문 컨트롤 아이콘

2. 페이지 넘기기

1

2

PDF 축소 확대

인쇄 다운로드

하이라이트 노트입력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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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콘 클릭

2. 마우스로 필요한 텍스트부분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3. 선택된 텍스트를 클릭하면 주석

입력 및 선택 해제 옵션 표시

• 칼라 박스를 클릭하여

하이라이트 색상 변경 가능

• 주석 입력 : 의견추가 클릭

(연구노트, 메모, 아이디어 등

PDF파일에 입력)

• 선택 해제 : 대화삭제 클릭하여

선택 해제

1

2

3

3-5. 원문 보기 및 하이라이트, 노트입력

3-6. 중복된 레퍼런스 찾기

1.메뉴 상위의 아이콘 에서

＂중복검사(Find duplicates) 선택＂

2. 모든 레퍼런스 또는 특정폴더를

선택하고 중복검사를 선택한 경우는

특정 폴더만 중복검사 가능

3. ”정확한 일치(Strict Match)”또는

“ 부분일치(Fussy Match)”로 지정 후

중복검사 버튼 선택

4. 중복된 레퍼런스 삭제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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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문헌 생성하기

4-1. 참고문헌 만들기

1.레퍼런스를 선택

2. Create bibliography( 참고 문헌

리스트 만들기) 선택

 Create bibliography:참고 문헌

리스트 만들기

 Quick Cite: 참고문헌 리스트

만들기

 Citation Style Editor: 참고 문헌

편집기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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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참고문헌 만들기

1.검색 박스 안에 필요한
스타일 입력

2. 선택된 스타일로 참고문헌이
생성

3. “Copy to Clipboard”로
생성된 참고문헌 복사 가능

2

1

5.문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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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Google Docs 설치방법

1

1. 상단의 를 클릭-Tools 클릭

2. Cite in Google Docs 페이지 이동 후

Get the Add-on클릭 후

3.                    클릭하여Add-ons 

pages로 이동

* Add-on 이용 시 구글 메일 계정

로그인 하셔야 이용 가능합니다.

2

3

5-1. Tools- Google Docs 설치방법

1

2

1. Add-ons 설치 후

“ lets get started”

메시지에서 Continue클릭

2. 메시지가 팝업 후 Allow 

버튼 클릭해서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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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Google Docs- 메뉴

1 2

2-1

2-2

3

1. All references : Refworks 안에

생성한 폴더

2.      설정 클릭

2-1. Change citation style: 출력

스타일 지정

2-2. Update document : 수정한

정보를 페이퍼에 업데이트

3. : 사용 자료의 참고 문헌을

생성

3-1. 참고 문헌의

출력스타일 설정 및 편집 설정

5-1. Google Docs 사용법

1. 

1. 인용 문헌 삽입 위치를 지정 후

2.  Add-Ons 리본에서 ProQuest 

RefWorks  Manage Citations 클릭

인용 삽입할 레퍼런스 선택

3. 필요한 레퍼런스 지정 후

“Cite this” 옵션 클릭

4. Google Docs에 지정한 참고 문헌

생성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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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Write n Cite MS-Word 설치방법

Tools page에서 Cite in Mircosoft

Word 로 페이지 이동

1. Download & install 버튼을 클릭

2. PC에 설치

1

2

1. Citation and Bibliography (논문 작성 시 인용

및 참고문헌 처리 기능

• Insert Citation : 인용문헌을 논문 파일에 삽입

• Style : 인용문헌과 참고문헌 처리시 기준이

되는 출력스타일 선택

• Bibliography Options : 참고문헌 리스트 처리

기능

• Reapply Output Style : 변경된

인용문헌/참고문헌을 출력스타일로 재적용

2. Extras (기타 Write-N-Cite 작업 기능)

• Sync My Database : RefWorks에 저장된

레퍼런스 및 출력스타일 동기화 기능

• Remove Field Codes : MS Word 문서에

남아있는 필드코드 제거

• Open RefWorks : RefWorks 바로가기 (로그인

하기)

3. Settings (Write-N-Citer 설정 기능)

• Log Out : Write-N-Cite 로그아웃

• Preferences 환경 설정

1 2 3

5-2. Write n Cite MS-Word 구성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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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Works 텝 선택 후 -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Login 버튼 클릭

RefWorks에 저장된 모든 레퍼런스 및

출력스타일이 PC에 다운로드 됨

동기화(Sync) 완료 후 모든 Write-N-Cite 

메뉴 사용

참고사항

 처음 설치 후, 로그인 필요  그 후에는

로그인 정보를 기억하고 있어 로그인

필요 없음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특별한 설정 없이

Write-N-Cite 사용 가능

아이디, 비밀번호로 Write-N-Cite에 로그인

1

2

5-2. RefWorks 데이터 동기화

1. 인용문헌 삽입 전, 출력인용문헌

삽입 전, 출력스타일을 선택

2.다른 출력스타일을 사용하고 싶을

경우, Select Other Style 선택

3.출력스타일 선택 후, Save 버튼

클릭

4. 다른 출력스타일을 사용하고 싶을

경우, Select Other Style 선택

출력스타일 선택 후, Save 버튼 클릭

5-2. 출력스타일 선택

1

2

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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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용문헌 넣기

1. 인용문헌 위치 지정

2. Insert Citation 버튼 > Insert 

New 클릭

3. Insert/Edit Citation 박스에서

인용할 자료 더블 클릭 (복수 인용

시, 계속 클릭)

4. OK 버튼 클릭

5. 작업 중인 문서에 지정된

출력스타일 양식으로 인용문헌이

처리

1

2

3

4
5

2

5-2. 참고문헌 리스트 넣기

1

2

3 1. 참고문헌 리스트 위치 지정

2. Bibliography Options에서 Insert 

Bibliography 클릭

3. Style에서 지정된 출력스타일로

참고문헌 리스트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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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참고문헌 리스트 스타일 변경

1

2

1. Style 메뉴에서 다른 출력스타일

선택

2. 선택한 출력스타일로, 

인용문헌과 참고문헌 리스트가

자동으로 변경

5-2. 인용 문헌 추가

1.새로운 인용문헌을 추가할
인용문헌에서 마우스 더블 클릭
(Insert/Edit Citation 박스가 나타남

2.Compose Citation에서 버튼 클릭

 [New Reference]가 나타남

3. 레퍼런스를 검색하거나, 폴더를

선택하여 새로 추가할 레퍼런스 문헌

클릭

 Compose Citation에 새로

추가된 Reference 가 삽입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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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용 문헌 추가

3

4

6

5

3.. 레퍼런스를 검색하거나, 폴더를

선택하여 새로 추가할 레퍼런스 문헌

클릭

 Compose Citation에 새로 추가된

Reference 가 삽입

4. 레퍼런스를 검색하거나, 폴더를
선택하여 새로 추가할 레퍼런스 문헌
클릭  Compose Citation에 새로
추가된 Reference 가 삽입

5. OK 버튼 클릭  새로 추가된
인용문헌과 참고문헌 리스트가
업데이트 됨

5-2. 인용문헌 삭제

1

5

1. 제거할 인용문헌에서 마우스 더블

클릭 (Insert/Edit Citation 박스가 나타남)

2.Compose Citation에 있는제거할

인용문헌에서 마우스 더블 클릭

(Insert/Edit Citation 박스가 나타남) 

3. Compose Citation에 있는 레퍼런스

목록에서 삭제할 레퍼런스 선택 

컨트롤 버튼 중 클릭 (선택된

레퍼런스가 삭제됨)

4.OK버튼

5. 변경사항이 적용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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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용 문헌 삭제

1.인용문헌을 직접 삭제한 다음, 

Reapply Output Style 버튼 클릭

2. 삭제된 인용문헌과 참고문헌이

재적용

인용문헌을 Del키, Backspace 
키로 삭제시

1

2

1

2

3

4

1.인용순서를 변경할

인용문헌에서 마우스 더블

클릭 (Insert/Edit Citation 

박스나 나타남

2. Compose Citation에 있는

레퍼런스 목록에서 인용순서를

변경할 레퍼런스 선택

3. 컨트롤 버튼 중 또는

버튼을 클릭하여 위,  아래로

인용순서 조정

4.OK 버튼 클릭  변경된

인용문서에 의해 인용문헌과

참고문헌 리스트가 처리 됨

5-2. 인용 문헌 순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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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용 문헌 편집- 저자 숨기기

1

3

2

저자명 생략 (일반적으로 본문

내 저자명이 직접 언급될 때

저자명을 생략 함)  

Edit Reference에서

1. Hide Author 클릭

2. OK 버튼 클릭

5-2. 인용 문헌 편집 –연도 숨기기

1

3

2

연도를 숨길 때

Edit Reference에서

1. Hide Year 클릭

2. OK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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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용 문헌 편집-페이지 숨기기

1

2

3

페이지를 숨길 때 (Chicago, MLA 

스타일과 같이 인용문헌에 페이지를

기술하는 스타일 양식을 사용할 경우)

Edit Reference에서

1. Suppress Pages 클릭

2. OK 버튼 클릭

5-2. 인용 문헌 편집-페이지 변경

페이지 변경 (인용한 문헌의 전체

페이지 말고, 특정 페이지를 기술할

경우)

Edit Reference에서

1. Override Pages 클릭

2. 표시할 페이지 정보 입력

3. OK 버튼 클릭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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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용 문헌 편집-문헌 앞 텍스트 삽입

1

2

3

인용문헌 앞에 특정한 텍스트 삽입

Edit Reference에서

1. Prefix에 표시할 텍스트 입력

2. OK 버튼 클릭

5-2. 인용 문헌 편집-텍스트 삽입

1

2

3

인용문헌 뒤에 특정한 텍스트 삽입

Edit Reference에서

1. Suffix에 표시할 텍스트 입력

2. OK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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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각주 문헌 넣기

Isert/Edit Citation 박스의 Make 

Footnotes를 선택하면 해당 문헌이

자동으로 각주로 처리

1. Insert/Edit Citation 박스에서

인용문헌 선택 후, Make 

Footnote에 체크

2. OK 버튼 클릭

3. 해당 문헌에 대한 각주번호가 본문

내 생성되며, 해당 페이지 하단에

각주문헌이 나타남

1

2

3

4

5-2. 인용 문헌 자료-탐색 및 검색

1. 폴더별 보기 (기본화면)
-폴더 선택 시, 레퍼런스
목록이 나타남

2. 레페런스 검색 및

검색결과 목록

-Author(저자), Year(연도), 

Title(제목)으로 정렬 가능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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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용 문헌 자료-상세정보 보기

1.Insert/Edit Citation 박스 상단의

레퍼런스 목록에서 마우스

오른쪽버튼 클릭

2. Show Full Reference Data 클릭

3.레퍼런스 자료의 상세정보가 나타남

1

2

3

5-2. Word 문서 완성하기–필드 코드 제거

1. Remove Field Code 클릭

2. WARING 메시지 창에서 확인

[주의] 필드코드가 제거된 문서를 더

이상 Write-N-Cite로 인용문헌

추가/편집 및 참고문헌 리스트

업데이트가불가능

차후에 있을 문서 업데이트를 위해

반드시 원본을 별도의 사본으로

저장한 후, 필드코드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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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문의사항은 아래 ProQuest 한국지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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