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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분야의 핵심 원문 데이터베이스
Business Source® Premier 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비즈니스 분야 연구정보원으로서
경영/경제/회계/금융/무역/행정 등 비즈니스 전반의 2,200여종의 학술저널 및 매거진을 비롯한 22,000여종의
출판물에 대한 Full Text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usiness Source Premier는 250여종의 주요 학술저널에 대해서는 창간호 또는 1965년 이후의 깊이 있는 Backfiles
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며, 학술저널 및 매거진 이외에도 전세계 200여 국가 1,400여종의 국가보고서를 비롯하여
5,000여종의 산업보고서, 시장보고서, Case Studies, Company Profiles등 폭넓은 연구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Key Journals

Magazines

1. EBSCOhost 플랫폼 초기화면 기본 메뉴
[데이터베이스 탐색 도구]
- 『출판물』 : 수록 출판물별 탐색 및 검색
- 『주제어』 : EBSCO 시소러스를 이용한
주제어 탐색 및 검색

[개인화 도구]
- 로그인 및 폴더: 개인 폴더저장 및 폴더 로그인
- 환경설정 및 언어: 인터페이스 설정 및 언어 변경

[데이터베이스 검색 도구]

[모바일버전 및 App 설치관련]
- 모바일 버전 : 모바일 접속 시 자동 모바일 버전으로 변경
- 애플리케이션 : 스마트폰/태블릿에 App 설치 메일 받기

-

도서관 구독 데이터베이스 선택 가능
다양한 기본 검색 옵션 선택가능
고급 검색을 통한 검색 구체화
이용자의 한 세션 검색 내용을 볼 수 있는
검색 기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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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색할 EBSCOhost 데이터베이스 변경 및 2개 이상 선택

[예시]
• 데이터베이스 선택
→ 대학 별로 EBSCO를 통해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검색 가능
검색하고자 하는 이용을 원하는 DB에
check 후 확인을 클릭하여 선택/검색

*대학 별로 구독분에 따라 선택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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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검색 (Basic Search)
※ 하나 이상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단어 입력 시, 기본 구(phrase) 검색을
지원합니다. (순서대로 붙어 있는 구만 검색)

• 2개 이상의 키워드 입력 시, AND/OR/NOT 연산자를 이용해 조합할 수 있습니다.

예) Marketing AND Finance : 순서에 관계없이 Marketing 과 Finance 가 모두 포함된 결과
Marketing OR Finance : 순서에 관계없이 Marketing 이나 Finance 중 하나 이상 포함된 결과
Marketing NOT Finance : Marketing 은 포함되지만 Finance 는 제외된 결과 출력

• Wild Card(? / #) 및 Truncation(*) 사용 가능

- Wild card(?) : 하나의 문자 대체 (ne?t 입력 시, next, neat, nest 등 검색. 단, net은 검색하지 않음)
- Wild card(#) : 철자법이 다른 단어에 대한 검색 수행 (colo#r 입력시, color, colour 검색)
- Truncation(*) : 여러 문자 대체 (Academ* 입력 시, Academic, Academy 등 검색)

• 괄호( )를 이용한 키워드 그룹화 및 정확한 구 검색을 위한 인용부호 “ “이용해 키워드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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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검색 (Basic Search) – 검색 옵션 1

[검색 모드 옵션]
1. 불리언/구 : 기본검색옵션. 키워드와 불리언 연산자를 혼합하여 사용 가능
예) education AND/OR/NOT children, “higher education”
2. 두 단어 이상 자동 AND:
두 단어 이상 키워드 검색 시 단어 사이는 AND로 인식하여 검색
3. 두 단어 이상 자동 OR:
두 단어 이상 키워드 검색 시 단어 사이는 OR로 인식하여 검색
4. 스마트텍스트 :
문장 검색, 유사도가 측정되어 문장과 연관되어 있는 자원을 검색함
전문(Full-text)가 있는 자원
으로만 제한하여 검색
출판물(저널) 발행연도 설정

문서 유형별 설정

아티클에 참고된 이미지의
유형으로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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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검색 (Basic Search) – 검색 옵션 2

키워드와 관련된 동의어, 복수형 등을 같이 검색함 (아래 참고)

[단수형 vs 복수형 키워드 검색]
Alley cat란 키워드를 단수형으로 인용구 (쌍따옴표 “ “) 없이 검색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키워드들이 모두 검색 됩니다.
alley cat, alley cat’s, alley cats, alley's cat, alley’s cat’s, alley’s cats, alleys cat,
alleys cat's, alleys cats
단수형으로 인용구에 넣어 검색하면, 복수형태와 소유격은 검색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복수형으로 검색할 때는 자동으로 단수형도 검색됩니다. 단,
복수형 형태가 완전히 다른 경우 (Child, Children) 『관련단어 확장
검색』을 클릭하여야 검색됩니다.
아티클 중 참고문헌 리스트
제공 컨텐츠만 검색
인용 / 피인용 링크가 있는
자원으로만 제한하여 검색

검색할 키워드의 다른 동의어 (EBSCO 통합
시소러스에 의한) 등도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제공 ( *Beta 서비스중 )

PDF 원문 내 내용까지
포함하여 키워드 컴색

출판물 유형에 따른
선택 가능

저널 명 등 출판물의 서명을 알고
있을 시 입력하여 검색 가능

Peer-review 된 학술 저널 컨텐츠만
검색 (매거진 등 제외됨)

7

4. 고급 검색 (Advanced Search)
※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저자/기사명/저널명 등 키워드 입력 후, 검색대상 필드를 지정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검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정의 내릴 수 있음 (필드 코드)
필드 선택 대신에 필드코드를 직접 써서 사용가능 (아래 참조)
주요 필드 코드
TX
AU
TI
SU
SO
AB
IS
IB

All Text
Author
Title
Subject Terms
Source
Abstract
ISSN
ISBN

필드코드 사용 예시:
AU Andrew -> 저자가 Andrew 인
결과만 제공
SU education -> 주제가 education
인 결과만 제공
필드코드는 반드시 대문자 + 빈칸
하나 로 사용해야 함

• 키워드 입력 후 “필드 선택” 메뉴에서 검색대상 필드를 선택합니다. (각 검색식을 AND/OR/NOT 조합)
(필드 미 선택 시, 기본 검색필드-기사명/저자명/저널명/주제어/키워드/초록 에서 검색 실행)
• “행 추가” 버튼 클릭 시, 검색어 입력창 및 필드 선택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하단의 검색 제한자 및 확장자 선택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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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색 결과 보기 (Search Result)

• 검색결과는 페이지당 50건씩 출력
• 검색결과는 관련성에 의해 기본
출력되며, Date/Author/Source에 따라
재정렬 가능
이미지
바로보기

• 각 레코드의
에 마우스를 올리면
미리 보기 기능을 통해 페이지 이동
없이 기사의 주제어 / 초록 열람 가능

해당 기사
미리 보기

• 이미지 바로보기
원문에 포함된 사진/도표/그래프/그림
등 모든 이미지를 별도로 색인하여 PDF
원문을 열지 않고도 개별 이미지 확대,
열람 및 다운로드, 인용 가능 (Native
PDF 수록 Peer-reviewed 저널에 한함)

폴더에 담기

• 인용/피인용문헌 보기 (참고문헌)
해당 기사의 참고문헌 및 피인용
문헌에 대한 정보 제공 (참고문헌의
원문이 있을 경우, 자동 원문링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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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피 인용 문헌 정보

6. 상세 레코드 보기 (Article detail page)
※ 상세레코드 페이지에서 해당 기사의 저자정보, 주제어, 저자키워드, 초록 등 상세정보 열람 가능

저자별 검색 결과
제공 링크
원문보기
제공 주제별 검색
결과 제공 링크

활용 툴

• 우측 프레임의 Tool을 이용하여 인쇄/Email/저장/인용/반출/메모작성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폴더 넣기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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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보내기

저장하기

인용하기

반출하기

노트/메모작성

7. PDF 원문보기 (PDF Full Text) – PDF 원문 뷰어
※ PDF 원문 뷰어를 통해 원문을 다운로드/프린트/인용/반출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목록/검색수정으로
가능 네비게이션

해당 저널의 다른
기사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

기본 활용 툴

해당 저널 다른 연도
저널로 넘어갈 수 있는
링크

PDF 원문 저장/프린트/
뷰어확대/폭맞추기 등의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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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DF 원문보기 (PDF Full Text) – PDF 뷰어 내 주요 도구 1
※ 인용하기 기능을 통해 공통적으로 쓰이는 서지정보 형식 (Reference Style)등을 바로 만들어
필요한 곳에 복사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용하기

인용하기

주요 제공 서지정보 형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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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MA Style,
2. APA Style,
3. Chicago: Author-Date Style, Chicago: Humanities Style,
4. Harvard: Author-Date Style, Harvard: Australian Style,
5. MLA Style,
6. Vancouver/ICMJE Style

7. PDF 원문보기 (PDF Full Text) – PDF 뷰어 내 주요 도구 2
※ 반출하기 기능을 통해 아티클의 서지사항을 다양한 서지 반출 소프트웨어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서지반출 소프트웨어는 도서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출하기

반출하기

주요 제공 서지반출 형식 및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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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RIS 형식의 기본 서지반출 형식
XML
RefWorks
EndNote

8. HTML 원문보기 (HTML Full Text)
※ HTML 원문 보기를 통해 다양한 언어로 번역(기계어)과 읽어주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번역 제공

엑센트 설정

환경 설정

MP3 다운로드

빠르기/하이라이트
색상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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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Time지와 같은 매거진등은 보통 HTML
원문을 제공하여, 학술 검색 외에 매거진을 보며 번역/읽어주기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9. 출판물 명 검색/탐색 (Publication Searching & Browsing)
※ 각 EBSCOhost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수록 출판물에 대한 알파벳순 탐색 및 저널명/주제 검색을
통해 수록유무 및 수록기간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편리한 발형연도/권/호별 접근이 가능

출판물 명 입력 후
찾아보기

원문제공 여부 및 제공연도, 원문포맷 정보 확인
저널명 클릭 시, 저널상세정보 및 발행연도/권 호 단위 기사열람 가능

• DB에 수록된 특정 주제분야 저널을 모두 열람하고자 할 경우, 주제명 입력 후 아래 옵션에서 “주제 및
설명별” 선택합니다. (Education 입력 시, 출판물 명에 관계없이 주제가 Education 인 모든 출판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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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판물 상세보기 (Publication Detail Page)
※ 출판물 상세 정보를 보고 발행연도, 권/호단위 별 기사열람이 가능합니다.
서지/원문을 볼 수 있는 커버리지 정보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널 상세정보
색인-원문 Coverage,
주제분야, 발행사항 등
출판물 + 불리언연산자를
통해 재 검색 링크

원문을 볼 수 있는 전체
컨텐츠 결과 화면 링크

발행연도, 권/호 단위
기사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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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판물 상세보기 (Publication Detail Page) – 저널 알림 기능 설정 1
※ Journal Alert : 저널의 새로운 호(Issue)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Email로 목차정보를 보내주는 서비스

Journal Alert 설정
및 북마크 URL

• Journal Alert 설정을 위해서는 알림/저장/공유 메뉴의 이메일 알림 클릭 후 MyEBSCOhost 로그인
(다음 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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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판물 상세보기 (Publication Detail Page) – 저널 알림 기능 설정 2
※ Journal Alert을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MyEBSCOhost에 계정을 생성하고 로그인 반드시 필요

새 계정 만들기

알림 설정 차례:
1. 저널 상세페이지에서 알림/저장/공유 메뉴의
2. 이메일 알림 선택
3. 이메일(이메일 알림을 보내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 선택
4. MyEBSCOhost 로그인 (개인 계정생성 필요)
5. 제목(주제) 입력

6. Alert 서비스 받을 Email 주소 입력
7. 이메일 형식 선택 (HTML 권장)
8. 검색 결과 형식 선택 (Detailed 권장)
9. 알림 저장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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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EBSCOhost
MY

• My EBSCOhost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데이터를 개인단위 폴더를 생성하여 저장,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개인단위 맞춤 서비스 입니다.
* 누구나 간단하게 My EBSCOhost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폴더 단위 기사(Articles) 저장 및 관리 가능
- Journal Alert 및 Search Alert 수정/관리/삭제 가능

10. My EBSCOhost (개인화 계정 활성화)
※ My EBSCOhost에 로그인 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먼저 생성해야 합니다.

새 계정 만들기

로그인 후 “폴더”로 이동
저장된 Content 보기
Articles 보기
Notes보기
Journal Alerts 관리 등

하부 폴더 생성 및
데이터 관리

★ EBSCOhost 모바일 App 설치 및 이용
1. EBSCOhost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증 메일 신청

2. Application 설치 및 기관 사용자 인증하기
Step1
: 어플리케이션설치
설치
Step1
: 어플리케이션

Step 2 : 기관 인증하기

※ 주의 사항:
반드시 인증키
링크를 통해
app이 인증
되어야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이메일 내 인증 URL은 24시간 동안 유효하며, 설치 된 어플리케이션은 9개월 동안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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