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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퍼런스 문헌 저장 및 관리 

- ProQuest, PubMed, ScienceDirect, RISS, NDSL, 구글스칼라 등 학술 DB 검색결과 중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여  RefWorks에 저장  

- 폴더 생성 및 폴더 분류 (상위폴더-하위폴더로 구성 가능) 

- 연구나 논문진행에 필요한 전자파일 첨부 및 관리 (PDF, HWP, Office 문서 등) 

- 레퍼런스 건수, 폴더건수, 아이디 개수 무제한 

- 언제어디서나 같은 환경으로 사용가능!!! 

 

• 논문작성 시 Bibliography 생성 

- 4,000여종의 출력스타일을 활용하여 참고문헌 리스트 생성 

- Write-N-Cite 프로그램 : MS Word, HWP와 연동하여 인용/각주/참고문헌 리스트 자동 생성  

 

 

RefWorks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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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Works 사용방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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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Works 시작하기 

• RefWorks 계정 만들기 

 

• RefWorks 로그인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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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Works 계정 만들기 

1 
2 

3 

4 

1. RefWorks 접속 후 새 계정 등록 클릭 

2. 1단계: 계정 정보입력 

3. 2단계: 사용자 정보 입력  

4. 계정 만들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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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Works 로그인 방법 

1 

2 

1.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2.   “Keep my session open for 14 days”를 선택

하면 2주간 로그인 상태 유지  

로그인 정보가 기억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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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퍼런스 문헌 수집 

• 학술지 논문 (Journal Article) 정보 가져오기 

–해외 논문  

• ScienceDirect (학술전분야) 

• ProQuest (학술전분야)  

• PubMed [의학, 보건, 간호, 생명공학 분야] 

–국내 논문  

• KoreaMed [의학, 보건, 간호, 생명공학 분야] 
 

• 학위논문, 도서 (Book) 정보 가져오기 

– RISS 
 

• 레퍼런스 데이터 직접등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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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에서 원하는 논문자료 선택  

Export Citations 메뉴 클릭 

ScienceDirect 자료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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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o RefWorks 클릭 

ScienceDirect 자료 가져오기 

 ScienceDirect에서 선택한 레코드 

    RefWorks 가져오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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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Quest 자료 가져오기 

1. 원하는 자료 체크 표시  후, Export   아이콘 클릭  

2. RefWorks 선택 후, Continue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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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Med 텍스트 파일 가져오기 

1. PubMed에 접속 하여 검색 조건 입력, 검색 실행 

2. 검색 결과 목록에서 원하는 레코드 선택 후 

3. Send to: 옵션 클릭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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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Med 텍스트 파일 가져오기 

4. Citation Manager 선택 

5. Create File 버튼 클릭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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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Med 텍스트 파일 가져오기 

6. citation.nbib 파일 저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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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Med 텍스트 파일 가져오기 

8 

9 

10 

7 

7. RefWorks에 로그인한 다음, 

레퍼런스 > 가져오기 메뉴로 

이동 

8. 텍스트 파일로부터 옵션에서 

-반입필터/데이터 출처에 NLM 

PubMed 선택 

-데이터베이스에 PubMed 선택 

9. PubMed에서 저장한 텍스트 

파일 선택 

10. 가져오기 버튼 클릭 

 



- 15 - 

KoreaMed자료 가져오기 

1. 자료검색 

2. 원하는 자료 선택 후 Display에서 “KoreaMed” 

선택 후 “Save”  클릭하여 기억하기 쉬운 곳에 

서지정보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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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Med자료 가져오기 

3. RefWorks에 로그인한 다음, 

레퍼런스 > 가져오기 메뉴로 

이동 

4. 텍스트 파일로부터 옵션에서 

-반입필터/데이터 출처에 

KoreaMed 선택 

-데이터베이스에 PubMed 선택 

5. KoreaMed에서 저장한 

텍스트 파일 선택 

6 가져오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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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 자료 가져오기 

1. 원하는 자료 체크 표시  내보내기  아이콘 클릭  

2. 서지정보 내보내기 창에서 RefWorks 내보내기 선택 후, 내보내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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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직접 입력 

1. 새 레퍼런스 입력 버튼클릭 혹은 RefWorks 메뉴 중 레퍼런스 >가져오기 클릭 

2. Ref Type에서 자료유형(Reference Type) 지정 후 해당 항목 입력 후, Save References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활용 Tip] View fields used by에서 특정 스타일을 지정하면 입력 추천항목이 우선적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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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한 레퍼런스 관리 

• 폴더 만들기  

 

• 레퍼런스 자료를 폴더에 분류하기  

 

• 파일 첨부 

 

• 레퍼런스 자료에 Personal Notes 추가 

 

• 수집한 레퍼런스 자료 검색 (빠른 검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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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만들기 

새 폴더 만들기  버튼 클릭 1 

폴더명 입력 후,  만들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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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별 레코드 지정하기 

레코드 선택 후, 폴더 아이콘    특정 폴더 지정  1 

지정된 폴더명이 레퍼런스에 표시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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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등록 (편집모드에서) 

레퍼런스 편집 아이콘 클릭 1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첨부할 파일 선택 2 

첨부파일  올리기 버튼 클릭 3 

 1 User당 maximum 5GB 웹 하드 용량 

 레코드와  관련된 이미지, PDF 원문,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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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등록 (편집모드에서) 

 1개 레퍼런스에 첨부할 수 있는 

파일개수 제한 없음 

 단, 20MB 이내의 파일만 첨부됨 

 파일명은 반드시,영문 혹은 숫자로 

바꾸어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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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자료에 Personal Notes 추가 

사례 : 논문 작성 시 인용할 텍스트를 레퍼런스에 저장  논문 작성 시 활용 

레퍼런스  편집 아이콘 클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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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자료에 Personal Notes 추가 

              키보드 자판에서 
   Ctrl + v  

Personal Notes 항목에 붙여넣기 3 

              키보드 자판에서 
   Ctrl + c  

레퍼런스 편집 모드에서 논문작성 시, 혹은 
레퍼런스에 대한 아이디어, 메모사항, 인용할 
자료를 Personal Notes 항목에서 정리하여 관리 

필요한 부분을  표시해서 복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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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레퍼런스 자료 검색 (빠른 검색) 

RefWorks에 저장된 레퍼런스 검색 : 저자명, 논문제목, 발행연도, 키워드 등 

(모든 항목을 대상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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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사용하는 출력스타일 관리  

즐겨찾는 출력스타일 (Output Style Manager)을 사용하면 

자주 사용하는 출력스타일을 관리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

습니다. 

출력스타일 전체 리스트에서 특정 스타일 선택 1 

화살표  버튼 클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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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작성 활용하기 

• 참고문헌 리스트 만들기 

 

• WORD에서 논문작성하기 

   [Write-N-Cit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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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리스트 만들기 

1.참고문헌 리스트 만들기 메뉴로 이동 

2.출력스타일 선택 

3.참고문헌 리스트 만들기 버튼 클릭 

4. 오른쪽 하단 완료 메시지 박스에서 

‘여기를 클릭’ 를 클릭  

5. 참고문헌 리스트 만들기 완료   

5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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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에서 논문작성하기-WnC 
1.처음 설치 후, 로그인 필요  그 후에는 로그인 정보를 기억하고 있어 로그인 필요 없음 

2.오프라인 상태에서도 특별한 설정 없이 Write-N-Cite 사용 가능 

3.아이디, 비밀번호로 Write-N-Cite에 로그인 합니다.  

RefWorks에 저장된 모든 레퍼런스 

및 출력스타일이 PC에 다운로드 됨 

1 

Login 클릭 

RefWorks 텝 선택 후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Login 버튼 클릭 

2 

3 

동기화(Sync) 완료 후 모든 Write-N-Cite 메뉴 사용 가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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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에서 논문작성하기-WnC 

1.도구 > Write-N-Cite 메뉴로 이동 

2. Write-N-Cite 다운로드 후 설치 

3.설치파일 용량 : 53 MB  

4.설치가 완료되면, Word 메뉴에 

Write-N-Cite 도구가 나타납니다.  

1 

2 

호환환경 : 

Windows XP, Vista, 7 & MS Word 20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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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에서 논문작성하기-WnC 

2 

다른 출력스타일을 사용하고 싶을 

경우, Select Other Style 선택 

출력스타일 선택 후, Save 버튼 클릭 

3 

3 

인용문헌 삽입 전, 출력스타일을 먼저 선택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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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에서 논문작성하기-WnC 

2 

3 

4 

1 

5 

Insert/Edit Citation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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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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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에서 논문작성하기-WnC 

1 

1. 참고문헌 리스트 위치 지정 

2. Bibliography Options에서 Insert Bibliography 클릭 

3. Style에서 지정된 출력스타일로 참고문헌 리스트가 완성 됨 

2 



Indispensable tools for research at its best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퀘스트 한국지사 

02-733-5119 (내선 118) 

korea@asia.proquest.com 
 

mailto:korea@asia.proques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