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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및 형사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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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학 및 형사행정학 콜렉션은 모든 수준의 학생과 연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론, 개념 및 실례를 이해하는 핵심
사항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적용해 보는 것
입니다. 콜렉션의 60% 이상이 SAGE의 독점콘텐츠이며, 
이 광범위한 콜렉션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경찰서장, 보호관찰관, 범죄분석가, 피고측 변호사 및판
사와 같이 실제 환경에서 경력을 선보이는 다양한시간의 

동영상

•증거 기반 사례, 특수 인구군, 경찰윤리 및 책임, 기술,다양
성을 포함하여 형사행정학 내에서 핵심 주제를 설명하는 
튜토리얼

•특정 연구와 정책에 미치는 연구의 영향을 탐구하는
사례 연구 동영상

•교정학의 Mary Stohr, 치안유지학의 Samuel Walker, 
문화범죄학의 Jeff Ferrell과 Keith Hayward, 법정학의 Craig 
Hemmens를 포함하여 전세계 현장 리더들의 인터뷰

•BBC 월드와이드, 범죄 구술역사 프로젝트, Passion River, 
ITN Source Killing Spree 시리즈를 포함하여 높은평가를
받는 출처에서 신중히 엄선하고 허가를 받은 필름 

다음 주제에 대한 110여 시간의 동영상:
• 범죄학
• 형사행정학
• 교정학/행형학
• 법원학
• 범죄학 이론
• 과학 수사 및 조사
• 치안 유지 및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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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방법
• 보안 및 범죄
• 국제 범죄
• 범죄 유형
• 폭력 및 폭력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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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