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버전(legacy RefWorks) 이용자 공지 사항:
RefWorks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 신규 버전: (New) RefWorks을 이용할 수 있으니, 업그레이드 버전
활용을 원하는 이용자들은 아래 경로와 같이 신규 계정 생성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버전: Legacy
RefWorks 및 신규 버전 : (New) RefWorks- 두 버전 모두, 각각의 계정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버전에서는 한글 2014, 2018 문서와 연동하여 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RefWorks Citation

Manager Hangul 활용
신규계정 생성방법
1. http://refworks.com/refowkrs 로 로그인 후, 왼쪽위의 링크 “Upgrade to the latest

RefWorks Version!” 를 클릭하여 “(New) Refworks“ 계정 생성

2. 사용할 아이디(이메일주소)는 기존에 Legacy 등록 시 활용한 이메일 주소가 자동으로 ID로 설
정되며, 비밀번호는 6자리 이상으로 생성하시면 됩니다.
: 계정 생성과 동시에 기존의 폴더 및 레퍼런스 정보가 “(New) Refworks” 로 자동으로 이관되
며, 레퍼런스 건수에 따라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계정생성에 문제가 있을 시, apacsupportportal@exlibrisgroup.com로 “문제사항
및 계정정보”를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신규 계정 생성 방법: https://proquest.libguides.com/newrwkorea/newrwkorea2
4. 이용 안내 매뉴얼 : https://proquest.libguides.com/newrwkorea
5. RCM Hangul-(New) RefWorks에서 활용 방법 비디오: https://youtu.be/Jfsqxo1o_vo

**주의점: 기존에 Writing Tool 중 Write-N-Cite Hangul을 이용해 문서 작성중인 이용자는 기존버전legacy RefWorks로 문서 작성을 마치셔야 합니다. Write-N-Cite Word로 문서작성중인 이용자는 신
규계정 생성 후 문서에서 신규 계정과 연동하여 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존버전 (legacy RefWorks) 이용자분들 중 해당 링크를 통하지 않고 이미 (New) RefWorks 계정을
생성한 경우는 아래 경로를 통해 legacy 레퍼런스를 이관할 수 있습니다.
1. (New) RefWorks에 로그인 후 “추가” 버튼 선택->레퍼런스 가져오기 선택-> Legacy RefWorks 사용

2. “승인” 버튼 선택: 선택 시 원하는 프로젝트 선택 (기존버전-legacy RefWorks 계정이 여러 개인 경
우 여러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각 프로젝트별로 레퍼런스 반입 가능) -> 기존버전 (legacy RefWorks)화
면으로 이동하면 가져오고자 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 기존의 폴더 및 레퍼런스 정보가 “(New) Refworks” 로 자동으로 이관되며, 레퍼런스 건수에 따라 시
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주의점: 기존에 Writing Tool 중 Write-N-Cite Hangul을 이용해 문서 작성중인 이용자는 기존버전legacy RefWorks로 문서 작성을 마치셔야 합니다. Write-N-Cite Word로 문서작성중인 이용자는 신
규계정 생성 후 문서에서 신규 계정과 연동하여 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