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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Share 
데이터베이스 및 도서 목록 전세계 보급 
및 출판 도구 
 
 
 
RefShare 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폴더를 빠르고 쉽게 공유하는 방법을 제공하여 공동 
연구에 도움을 주는 RefWorks 모듈입니다.  사용자는 RefWorks 참고 도서를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는 전세계 연구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RefShare의 용도 
• 중앙 웹 페이지에 강의 관련 도서 목록 게시 
• 특정 프로젝트를 공동 연구하는 개별 연구자들에게 간편한 정보 액세스 

기능 제공 
• 자주 요청되는 주제별 참고 도서 조회 데이터베이스 작성 및 공유 
• 특정 교수가 수행한 연구의 링크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제공 
• 공동체 내 간편한 공유를 위한 내부 참고 도서 데이터베이스 게시 

 

RefShare의 장점 
• 연구 정보 게시 및 액세스가 가능한 중앙 웹 페이지를 통해 원활한 정보 

보급 
•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에 간편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여 

공동 연구 환경 제공 
•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교환 가능 
• RefWorks 데이터베이스 간 간편한 정보 전송 가능 
• 연구 조회, 숙제 또는 연구 검토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자료 데이터베이스 

중앙 게시 
• 단독 연구 및 공동 연구에 대한 간편한 원격 글로벌 액세스 제공 

 
RefShare의 사용 대상 

• 교수진 – 주석이 달린 강의 계획서, 도서 목록, 배경 연구 및 출판된 논문 
게시 

• 연구자 – 연구 결과 보급, 공동 연구 
• 학생 – 강의 목록, 연구 및 과정 요구 사항 액세스 
• 학과 – 프로그램 요구 사항 및 도서 목록 게시, 교수진 연구 소개 
• 도서관원 – 특별한 참고 도서 목록 게시, 사용자 지정 정보 리소스 중앙 

관리 
 

 
 

RefShare: 공동 연구 과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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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Share의 편리한 정보 공유 
기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정보 공유 기능 

때문에 강의 시간에 

RefShar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참고 

도서를 공유하는 강사는 
학생들의 학업을 훨씬 잘 

지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세인트 베네딕트 대학 / 

세인트 존스 대학교 
알퀸 도서관 Dave Wuolu 

 

"상호 정보 공유 및 강의에 
RefShare를 사용한 연구진과 

교수진은 RefShare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영국 셰필드 할램 대학교 
교육 센터 Roger 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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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방법 
• RefShare 를 구독하면 RefWorks 데이터베이스 또는 폴더를 

게시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가능 중앙 웹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중앙 웹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전자 메일을 통해 해당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RefShare의 기능 
• 사용자는 다양한 옵션으로 데이터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 다운로드, 인쇄, 내보내기 및 전자 메일을 통한 원저자 연락 

기능을 제공합니다. 
• 특정 사용자 공동체에 액세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에서 연구 정보를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RefWorks 정보 
RefWorks 는 사용자가 주석이 달린 개인용 참고 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수정할 수 있는 웹 기반 도서 목록 관리 
도구입니다. 
 
사용자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에서 개인용 RefWorks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합니다.  참고 도서는 직접 입력하거나 

수많은 호환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RefWorks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refworks.com을 
참조하십시오. 
 
 
 
 

 
 
 
 
 
 
 
 
 
 

 
 

RefShare: 공동 연구 과정 강화! 

 

"RefShare는 '교수진' 출판에 
많은 도움이 되며 
필수적입니다." 

 
캐나다 위니펙 대학교 도서관 

Karen Hunt 

원격 사용자에게 전자 메일로 보낸
웹 주소를 통해 데이터에 액세스 

사용자 지정 가능한 중앙 웹 페이지를 통해 공유
데이터베이스와 폴더 액세스 및 보기 

빠르고 쉬운 데이터베이스 및 폴더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