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fWorks: 
www.refworks.com 

연락처:  
 refworksinfo@csa.com 

 

 

 
 

개인용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도서 목록 생성 도구 
 

 

RefWorks의 기능 
 
 

개인용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작성 –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레코드를 무한정 저장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참고 도서 가져오기 –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결과를 버튼 클릭만으로 RefWorks에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고 도서 구성 및 관리 – 폴더, 중복 검색, 저자 색인, 키워드 색인 
및 간행물 색인을 통해 참고 도서를 빠르고 쉽게 정렬 및 정리합니다. 
 
 

참고 도서 공유 – 인터넷을 통해 학내 구성원, 전세계 연구자, 교수 또는 
학생과 자료를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도서 목록 및 원고 형식 지정 – 지루한 도서 목록을 타이핑할 때 
발생하는 오류 수를 줄이고 입력 시간을 상당히 절약합니다. 문서 변경이 
쉽고 몇 초만에 형식을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fWorks의 사용 대상 
 
연구자 – RefWorks는 개인용 연구 데이터베이스 저장, 동료와 연구 공유, 
다양한 형식으로 도서 목록 다운로드 등에 사용되는 완벽한 도구입니다. 
 
학생 – RefWorks는 도서 목록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생성하고 연구 과정을 
촉진하며 잠재적인 표절 문제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교수진 – 교수진은 RefWorks를 연구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RefWorks를 통해 강의 관련 도서 목록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원 – RefWorks는 완벽한 교육용 도구입니다.  모든 수준에서 정보 
제공 기능을 교과 과정에 원활하게 통합합니다.  
 
    
배배포포자자::  

 

 RefWorks는 데이터 통합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도서 목록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한 고통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RefWorks 

사용해 보십시오." 
미국 세인트 베네딕트 대학 

/세인트 존스 대학교 
대학생 Melissa 

 
"교수진 출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벅찬 작업을 진행할 때 
RefWorks는 훌륭하고 구현하기 
쉬운 해결책을 제공했습니다." 

마이애미 대학교 
Gail Clement 

 
"RefWorks는 오늘날 이동성이 
높은 학생들에게 적합합니다. 
RefWorks를 사용해 본 사람은 

다시 사용하러 옵니다." 
토론토 대학교 

Marshall Cli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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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스타일참고 도서 

1. Baxter, V. & Margavio, A. V. Honor, Status, 
and Aggression in Economic Exchange. 
Sociological Theory 18, 399-416 (2000). 

2. Michalos, A. C. & Zumbo, B. D. Criminal 
Victimiz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Soc. 
Indicators Res. 50, 245-295 (2000). 

3. Aunola, K., Stattin, H. & Nurmi, J. 
Adolescents' Achievement Strategies, School 
Adjustment, an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 289-306 (2000). 

4. Gomez, V., Perez, L. A., Feldman, L., 
Bajes, N. & Vivas, E. Health Risks in Women 
with Multiple Roles. Revista de Estudios 
Sociales 6, 27-38 (2000). 

빠르고 쉽게 
형식 변경 
가능!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스타일참고 도서 

Aunola, K., Stattin, H., & Nurmi, J. 
(2000). Adolescents' Achievement Strategies, 
School Adjustment, an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3), 289-306. 

Baxter, V., & Margavio, A. V. 
(2000). Honor, Status, and Aggression in 
Economic Exchange. Sociological Theory, 18(3), 
399-416. 

Gomez, V., Perez, L. A., Feldman, L., 
Bajes, N., & Vivas, E. (2000). Health Risks in 
Women with Multiple Roles. Revista de Estudios 
Sociales, 6(1), 27-38. 

Michalos, A. C., & Zumbo, B. D. 
(2000). Criminal Victimiz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0(3),  
245-295. 

 
 

 

 

 

 
RefWorks의 간편성 
 
1. 광범위한 호환성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참고 도서 관리 
 
3. 도서 목록 및 각주 생성 
 
 

 
인터넷 기반 도서 목록 관리자를 

사용하는 이유 
 
• 특정 소프트웨어 필요 없음… RefWorks는 모든 

플랫폼에서 주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웹 기반 서비스입니다. 

 
• 언제 어디서나 액세스 가능…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Refworks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기계 독립성… RefWorks는 Windows, Mac 및 Unix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과 호환됩니다. 
 
• 정보 공유… RefWorks를 사용하면 온라인을 통해 도서 목록을 

쉽게 보급할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동료와 
도서 목록을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온라인 리소스와 호환 가능… 사용자는 도서 목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및 기타 
도서 목록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참고 도서를 빠르고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자동 업그레이드… 모든 업그레이드는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소프트웨어를 다시 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그레이드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 사용 통계… RefWorks는 광범위한 표준 및 사용자 지정 사용률 

보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금 이용 가능!

RefShare 
데이터베이스 및 도서 목록 전세계 
보급 및 출판 
 
RefShare는 참고 도서를 빠르고 쉽게 
공유하는 방법을 제공하므로 공동 
연구하는 RefWorks 사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는 RefWorks 참고 도서를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는 전세계 연구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RefShar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refworks.com을 참조하십시오. 
 

"긴밀한 공동 연구 가능 여부는 오늘날 
고등 교육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EDUCAUSE 대표 Brian L. Haw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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