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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ging teaching, learning and research to life

상담 및 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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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대하고 국제적인 SAGE 자체 저자 및 편집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료에는 CBT에서 게슈탈트 심리요법, 정신역학 
상담에서 실존주의적 상담까지 학과목 전반에 걸친  20
시간 이상의“입문”튜토리얼과 60시간 이상의“실제” 
영상 및 현장에서 연구를 논의하는 주요 교수들의 다양한 인
터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콜렉션 내 콘텐츠의 
69% 는 SAGE 의 독점 콘텐츠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기법 등을 
익히는 데 있어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 
유형의 튜토리얼, 관찰영상,  교육 전문가들의 패널 토의 및 
기록물을 제공하는 CPCAB(상담 및 심리치료 중앙 검정
기관, 사우스 웨일스 대학의 필름을 포함하여 권위를 
인정받고  허가까지 받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한 130여 시간, 415개 동영상:  

•상담 연구 방법
•상담 환경/ 클라이언트 그룹
•이론 및 접근방법
•상담 기술
•전문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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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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