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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E 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경영대학 인증
기관인 AACSB International(AACSB) 의 비즈니스 교육
제휴 회원입니다.

교수진과 학생 모두 SAGE의 비즈니스 케이스 데이터베이스가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수진들은 SAGE 비즈니스 케이스를 이용하기를 원할 것이며, 
학생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연구에 유용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학술 및 공공도서관에 적극 추천합니다.

- ARBA(American Reference Books Annual)

3천 건이 넘는 케이스에 무제한 접속!

여러분의 손 끝에서 펼쳐지는 실제 강의



지리적 범위 
진정한 글로벌 범위: 현재 신흥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크고 작은 전세계의 기업과 기관들에  
의해 작성된 사례를 제공합니다.  

사례 수 754 627 1,361 37 386

아시아 태평양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글로벌*

강의 노트 토론 질의 학습 목표

71% 82% 63%

*글로벌은 사례의 설정이 국제적임을 의미 

컬렉션 범위
SAGE Business Cases 는 3,000 건 이상의 최신 사례 및 뉴스 사례로 구성됩니다. 2019 년에 추가된
새로운 사례로는 여성 & 리더십, 지속 가능성, 음악 마케팅, 경제 역사, 사회적 영향, 가족 사업, 의료
관리, 고대의 리더십, 글로벌 마케팅, 벤처 캐피탈 등이 있습니다.

• 일반사업 및 경영
• 회계
• 기업윤리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경제
• 기업가정신
• 재무
• 인사 관리
• 정보 및 지식 관리

• 국제사업 및 경영
• 리더십
• 마케팅
• 운영 관리
• 조직학
• 전략 관리
•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



 

강사 전용 강의 노트 제공
강의실 토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토론 질문에 대해 제안된 교육
전략, 대상 청중 및 가능한 응답을 제공합니다.

비판적 사고가 가능하고 최신이며 상호 보완적
다른 SAGE Business & Management 저널, 책, 참고 자료 및 비디오와  
상호 보완적입니다.

기관 전체 액세스
비즈니스 프로그램 외부에서 학생과 교수진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생과 교수진은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IP 대역 내에서 사례에 무제한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학문적 용도에 적합하도록 설계 
짧은 800 단어의 사례부터 장황한 서술형 5,000 단어까지, 현장 연구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출처를 모두 사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양한  
학습자 수준에 맞춘 컨텐츠 유형: 기본, 중급 및 고급

• PDF 다운로드 가능

• 간편한 학생 액세스를 위해 사례  
 URL을 캠퍼스 학습 관리 시스템에  
 연결

•  인용 도구

•  이용 통계

•  MARC Records

동료자 평가가 완료된 사례들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검토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민한 논평과 심층적인
피드백은 작가들이 자가 학습과 강의를 위해 그들의 사례를 수정하고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SAGE Business Cases 인가요?



APAC 지역의 사례 예시
타이틀 저작권 연도 지리적 지역
Job Dissatisfaction and Employee Turnover: A Qualitative Case Study 
in Thailand

2019 태국

Otsuka Kagu: The Virtues of Being Modern 2019 일본

Malaysia Airlines: Learning From the MH370 Event 2019 말레이시아

Marketing a New Route: Norwegian Flies London–Singapore 2019 영국, 싱가포르

Next Generation Succession: Take Over or Leave VDC Dairy Farm? 2019 필리핀

An Entrepreneur’s Brave Attempt to Go International 2019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handy: Revolutionizing the Way Travelers Stay and Play 2019 중국, 홍콩

Didi Chuxing: Expansion and Risk Management 2019 중국

Plastic Surgeons: Beauty Doctors or Merchants of Beauty? 2018 대한민국, 미국

Succession at Hiap Hoe Ltd.: Love and Fairness 2018 싱가포르

Tesco in South Korea: Strategic Localization 2018 대한민국

Marketing in Action: Hamilton Island Best Job in the World Campaign 2017 호주

Marketing in Action: The Ethics of Portraying War as a Tourism 
Attraction in Vietnam

2017 베트남

Jin Jung Sung (Authenticity): Creating Shared Value the CJ Way 2017 대한민국

Zeald: From Start-Up to Maturity 2016 뉴질랜드

Aromababy – Australia’s First Organic Baby Skincare Range 2016 호주

Oreo Cookies in China 2015 중국, 미국

Fighting the Giants: The Case of a New Player 2014 말레이시아

The Village Farm Resort and Winery 2014 태국

컨텐츠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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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트라이얼 사용은 saplibrarymarketing@sagepub.co.uk 로 문의하십시오.
사례 제출을 원하시면  sk.sagepub.com/sbc-contributor-resources 를 방문하십시오.

구독 또는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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