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 및 경제학 이론을 전문적으로 찾아보고 싶다면? 

유명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한 해외 학술 논문을 통해 경제학 이론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 국부론의 애담 스미스

· 행동 경제학의 대니얼 카너먼

· 통화론의 밀턴 프리드먼

· 정보기술수용모델의 프레드 데이비스 등

Business Source® 
     좋은 정보가 쌓인다, 

좋은 연구를 만든다.

공채를 위해 기업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포털사이트에서는 한 번에 확인하기 힘든 국·내외 유명 기업의 다양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필요한 기업의 세부정보

· SWOT 분석 자료 등 국·내외 유명 기업의 다양한 정보

졸업 또는 학위를 위해 논문 작성을 앞두고 있다면? 

유료로 열람해야 하는 학술 정보 원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Scopus, Web of Science에 등재된 해외 저널 원문

· 선행 연구시 자주 활용되는 학술 매거진 원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하버드 경영 대학원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전문가들의 비디오를 통해 하버드 학생들이 실제로 듣는 강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비즈니스

· 리더쉽

· 마케팅

· 세일즈

· 조직문화

· 커뮤니케이션

학술 공모전을 준비중이라면? 

팀원들과 함께 토의하는 과정에서 주제를 뒷받침할 다양한 근거를 모을 수 있습니다.

· 성공 사례 분석에 필요한 케이스 스터디

· 글로벌 연구의 기반인 국가경제 리포트

connect.ebsco.com



Business Source 실제 인터페이스

기본 검색 페이지

검색 상자 : AND, OR, NOT 을 이용해 

키워드 조합 가능 

- TAM AND mobile : TAM과 mobile 

모두 만족하는 결과

- SNS OR social media : SNS 또는 

social media 하나라도 만족하는 결과

- Smartphone NOT apple : apple이 

제외된 Smartphone에 대한 검색 결과

찾아보기 : 보고서, 논문, SWOT 분석, 

비디오 등 출판물 유형에 따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링크 모음

한 페이지당 50건 씩 결과 노출 

(5 - 50건으로 조절 가능)

관련도순으로 기본 정렬되며, 필요 시 

최신순, 출판물순으로 재정렬 가능

기사 제목 클릭 시, 상세 정보로 이동

원문 바로가기 (PDF 또는 HTML)

해당 기사 미리보기

개인 폴더 담기 가능

이미지 보기

기사 인용/피인용 정보

- 인용된 참고문헌: 해당 기사가 참고한 

참고 문헌 리스트 보기

-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된 횟수: 

현재 검색되는 데이터베이스에 타 문헌에 

인용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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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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