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문헌을 쉽게 관리하기 위한

New RefWorks 활용법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참고문헌 인용

① 본문 내 인용표시 필수

② 참고문헌에 서지사항 작성

Refworks 활용 시, 

자동으로 생성 가능!

☞ 출처
김석은, 홍다연. (2017). 공공기관의 미션과 사회적 책임의 전략적 연계. 한국행정학보, 51(2), 97-122.



 레퍼런스 및 문헌 저장 관리

• 학술 DB · 전자저널의 레퍼런스 저장 및 관리

• 폴더 생성 및 분류

• 폴더 공유

• 인용 보기 기능을 통한 레퍼런스 정보 점검

 참고 문헌 리스트 생성

• 4,500여종의 출력스타일로 참고문헌 리스트 생성

• 인용/각주/참고문헌 리스트 생성 지원

- MS Word 연동 (Write-N-Cite 프로그램)

 매뉴얼 링크

http://proquest.libguides.com/newrwkorea

RefWorks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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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Works 사용방법

• 폴더생성 및 공유

• 레퍼런스 검사

• 중복자료 검색

• 참고문헌 생성

• MS Word 연동

(Write-N-Cite 프로그램) 

• Google Doc 연동

• 내보내기

• Save to Refworks

• 레퍼런스 추천

• PDF 원문 업로드

•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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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생성 URL을 통하여 엑세스 코드 입력 후

기관 회원으로 가입

방법 : 

•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 하단 즐겨찾기 ‘Refworks’ 아이콘 클릭



RefWorks 계정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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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Works 계정 만들기 - 신규이용자

계정생성 URL :  https://refworks.proquest.com/signup/inha-university

1. 계정생성 URL 접속 및

엑세스 코드 입력(lr1y-3194)

2. 회원 가입

- ID : 이메일 주소 입력

- PW : 6자리 이상으로 설정

3. 오른쪽 상단에서 기재한

이메일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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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구 메뉴

2. 레퍼런스 폴더 목록

3. 레퍼런스 목록

4. 레퍼런스 상세 보기

RefWorks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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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웹 브라우저의 팝업차단이 해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레퍼런스 반입 - RISS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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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웹 브라우저의 팝업차단이 해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레퍼런스 반입 - RISS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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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웹 브라우저의 팝업차단이 해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레퍼런스 반입 - RISS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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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반입 - RISS 학술지

실습 ) 

RISS에서 다음의 학술지를 검색하여,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여 Refworks에 자동반입하기

● 저자: 김태영

● 논문명: 사회적경제 영역의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분석

● 학술지: 정부학연구

● 권호 및 페이지: 22권 2호, p.81-125 ● 발행년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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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학술검색에서 검색한 자료를 RefWorks에 저장 할 수 있습니다.

http://scholar.google.com

1.설정

2.서지 관리 프로그램에서

RefWorks 선택

3.저장 버튼 클릭

1

2
3

레퍼런스 반입 – 구글 학술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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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반입 – 구글 학술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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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반입 – 구글 학술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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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반입 – 원문 업로드 및 보기

15

1. 논문 클릭

2. 우측에 편집 기능 클릭



레퍼런스 반입 – 원문 업로드 및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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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부파일 추가

2. 우측에 편집 기능 클릭



PDF 원문에 하이라이트 및 노트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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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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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폴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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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폴더를 설정하여 레퍼런스 및 원문 정보 공유

폴더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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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폴더를 설정하여 레퍼런스 및 원문 정보 공유

폴더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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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리스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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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N-Cite 설치

MS Word에서 논문 작성 시, 논문 내 인용 삽입 및 참고문헌 추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 Word 버전(32bit or 64bit) 

확인 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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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N-Cite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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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NCite 사용하여 인용 및 참고문헌 자동 삽입

‘공공기관의 미션과 사회적 책임의 전략적 연계’ 논문 내 인용 및 참고문헌 작성



Write-N-Cite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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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NCite 사용하여 인용 및 참고문헌 자동 삽입

☞인용삽입 : 본문내 인용 삽입

☞스타일 : 참고문헌 스타일 지정 및 변경

☞참고문헌 옵션 : 참고문헌 삽입 또는 삭제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 웹버전에서 수집한 목록을 동기화

☞필드코드 삭제 : 최종 저장시, 필드코드 삭제 후 텍스트 버전으로 저장



Write-N-Cite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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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NCite 사용하여 참고문헌 작성
• 인용삽입 위치 지정

• Insert Citation

• 해당 폴더 및 논문 더블클릭



Write-N-Cite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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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NCite 사용하여 참고문헌 작성
• 참고문헌 삽입

• Bibliography options

• Insert Bibliography

원하는대로 수정 가능



Write-N-Cite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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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변경

웹버전에서 스타일 편집 가능



Write-N-Cite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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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NCite 사용 시 고려할 점

• 웹버전 사용 후, 반드시 동기화 (Sync my database)

• 최종 편집 후, 필드 코드 삭제 (Remove Field Code)

-> 모든 인용 및 참고문헌 리스트가 텍스트 버전으로 변경됨



문의

학술정보운영팀

정은경

Tel : 860-9025
E-mail : jek81@inha.ac.kr

<New Refworks 안내>

http://proquest.libguides.com/newrw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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