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nging teaching, learning and research to life

경영 관리

SAGE 동영상 스트리밍 콜렉션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최신 연구 관련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방대한
SAGE 의 자체 저자 및 학술 파트너 등을 포함하여
선도적인 학자, 협회 및 전문인들과 협력하여 개발
되었습니다.
각 콜렉션은 사례 연구, 튜토리얼, 주요 연구원들의
인터뷰, 다큐멘터리, 실제 전문 분야의 콘텍스트 영상,
빠른 참조 정의 등과 같은 모든 수준의 학생들을 지원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과 길이의 광범위한 동영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영 관리 콜렉션은 모든 수준의 학생과 연구원들을 지원
합니다. 콜렉션의 84%가 SAGE의 독점 콘텐츠이며, 이
콜렉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 가격 책정 전략 및 팀 리더십의 필수사항과 같은
광범위한 핵심 주제에 대한 튜토리얼

•소셜미디어 마케팅,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가족기업
을 포함하는 주제로 하는 저명한 전문가들과 인터뷰
•현업에 있는 경영 전문가, 비즈니스 리더, 기업가 및
마케터
•애플, 맥도날드, 스타벅스, 구글 등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업 전문가들의 최신 견해

Editorial Board members:

•BBC 월드와이드 및 미국 마케팅협회에서 신중하게
엄선하고 허가한 필름 콘텐츠

Shane Spiller Western Kentucky University, USA

•중소기업, 사회 및 비영리기업, 다국적 기업 포괄

Sandra Waddock Boston College, USA

다음 주제에 대한 140여 시간, 450개 동영상:
•기업 윤리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적자원관리

•국제경영 및 관리
•리더십
•마케팅

•조직 연구

•기업가 정신
•전략 관리

Siah Hwee Ang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New Zealand
Rob Kozinets The Schulich School of Business,
York University, Canada
Scott Taylor Birmingham University, UK
Suzanne Benn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Australia
Rob Blackburn Kingston University, UK
Pramodita (Dita) Sharma University of Vermont, USA
Suzanne C. Beckmann Copenhagen Business School,
Denmark
Françoise Chevalier HEC Paris, France

•경영 관리 연구 방법
•기타 경영 전문성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문의 주십시오:

saplibrarymarketing@sagepub.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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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 디자인

손쉬운 사용과 접속은 동영상 프로그램 제공의 핵심사항입니다.
이 사이트는 모바일에 최적화되었으며 교실 내 외, 모든 공간에서
학생 및 교수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줄 기능을 제공합니다.
동영상을 학습 관리 시스템에도 손쉽게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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